
주문진해변 - 장사항

양양  속초 구간

41 45

주문진해변
Jumunjin Beach

죽도정입구
Jukdo Pavilion Entry

남애항

죽도정

Namae Harbor

지경해변
Jigyeong Beach

원포해변
Wonpo Beach

남애해변
Namae Beach

광진해변
Gwangjin Beach

양양휴게소
속초방향

동해웨미리타운
실버타운

주문진리조트

강릉청소년해양수련원

현남중학교

현남면사무소

화

상 천

죽리

인구리

남애리

광진리

원포리

임호정리
지경리

7

7

41

하조대해변
Hajodae Beach

죽도정입구

동산항

동산해변

북분해변

기사문해변
Gisamun Beach

Jangyo Beach

Bukbun Beach

Dongsan Beach

Jukdo Beach Entry

잔교해변

죽도해변

38훼밀리휴게소

광정초교

무궁화동산

하조대

Hyeonbuk-myeon Office
현북면사무소

해 송

광
정 천

천

현북터널

3.1만세운동
유적비

기사문리

잔교리

북분리

죽리 창리

동산리

42

7

하조대해변
Hajodae Beach

수산항
Susan Harbor

동호해변
Dongho Beach

수산해변
Susan Beach

양양국제공항휴게소

을지인력개발원

하조대

Hyeonbuk-myeon Office
현북면사무소

광

상

정

운

천

천

골든비치CC

양양국제공항

도화리

학포리

석계리 동호리

중광정리

437

전진항
Jeonjin Harbor

물치항
Mulchi Harbor

설악해맞이공원
Seorak Haemaji Park

오산해변
Osan Beach

낙산해변 Naksan Beach

설악해변
Seorak Beach

정암해변
Jeongam Beach

물치해변
Mulchi Beach

낙산대교

설악휴게소

오케이하우스콘도

양
양
남
대
천

cheongha Myeon office 
강현면사무소

포

물

쌍

월

치

천

천

천

양양오토캠핑장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스위드낙산호텔

오션밸리리조트

낙산사

정암리

광석리

사천리

조산리

주청리

포월리

금강리

가평리

송암리

7

44

수산항
Susan Harbor

대포항
Daepo Harbor

속초항
Sokcho Harbor

설악해맞이공원
Seorak Haemaji Park

장사항

청초호

영랑호

Jangsa Harbor

외옹치해변

속초해변

Oeongchi Beach

Sokcho Beach

청호해변 Cheongho Beach 

대포초교

강원도속초
양양교육청

속초고속
버스터미널

속초시외
버스터미널

쌍 천

영랑호CC

마레몬스호텔

동해콘도미니엄

대포항야시장

속초엑스포월드

청초호유원지

영랑호화랑도체험
관광단지

청초호
호수공원

아바이마을

속초등대전망대

조양동선사유적

보광사
영랑호리조트

속초시청

영랑동

교동

조양동

45

Hyeonnam-myeon Office

Jukdo Pavilion

7

낙산비치호텔

44

쏠비치호텔리조트

설악해맞이공원          아바이마을          속초등대전망대          영랑호범바위앞          장사항

하조대정자
하조대

하조대등대

하조대 동산해변

남애항

남애항

지경해변 죽도정

하조대해변 수산항
물치등대

남대전하구 설악해맞이공원낙산사 낙산사

물치항 대포항

영금정 속초해변속초등대전망대 청초호

주문진해변           향호           남애항           광진해변           죽도정입구1.6km 5.1km 4.3km 1.2km

해안을 따라 걷다가 하천과 바닷물이 만나는 

석호를 만날 수 있다. 남애항의 빨간색과 하얀색 

등대가 푸른 바다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어낸다.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숲과 대나무숲을 

지나면 마음이 서늘하게 정화된다.

교통 : 주문진고속버스종합터미널에서 300번 버스 이용, 

        주문진해수욕장정류장 하차 후 도보(약330m)

향호
향호리에 있는 석호다. 이름은 하천의 계류와 동해안의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에 향나무를 묻는 매향의 풍습에서 유래되었다.

지경해변
백사장 길이 500m, 수심 1m로 양양군의 남쪽 끝에 있다. 규모는 작지만, 경사가 낮고 
백사장과 주변시설이 깨끗하다. 해변 뒤의 울창한 소나무 숲에서는 야영도 가능하다.

남애항
강원도 3대 미항 가운데 하나다. 항구 주변 곳곳에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늘어서 있고, 
그 사이에 방파제로 연결된 두 개의 섬이 돋보인다. 그 섬에는 빨간색과 하얀색 등대가 
서 있어 마치 쌍둥이 형제가 마주 보는 듯하다.

죽도정
죽도 정상에 있는 정자. 죽도는 송죽이 사철 울창한 섬이다.
죽도정 북쪽 기슭에는 소박한 죽도암이 자리 잡고 있어 신자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동산항을 지나 기사문항에 이르게 되면서 조금은 

차분한 분위기의 해안가를 만날 수 있다. 

하조대 정자에 오르면 바위와 바다가 어우러진 시원한 모습이 

일품이다. 하조대 일출은 동해 일출 중에서도 손꼽히는 절경이다.

교통 : 양양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에서 [지경리]행 버스 이용, 

        두창시변리정류장 하차 후 도보(약 70m)

동산항
백사장 길이는 190m, 폭 50m, 수심은 1m로 양양군 남쪽의 조그마한 해수욕장이다. 
동산항이 연접해 있어 활어회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기사문 해변
38선 바로 옆에 위치하며, 철조망이 없어 시원한 바다를 구경할 수 있다. 
인접한 기사문항의 싱싱한 활어를 맛볼 수 있다.

하조대
우뚝 솟은 기암절벽 위에 있는 육각정. 조선 시대의 공신 하륜과 조준이 은거하였던 곳으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고 불린다. 하조대는 육각정과 등대, 일출로 유명하다. 

수산항           낙산해변           낙산사입구           설악해변           설악해맞이공원하조대해변           여운포교           동호해변           수산항

파란 물빛의 하조대해변을 지나 북적이지 않는 수산항까지 이어지는 코스다. 사람 

발길이 닿지 않아 평화롭고 여유를 느끼기에 안성맞춤이다. 숨은 양양의 절경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교통 : 양양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에서 [하조대]행 버스 이용, 

        하광정리정류장 하차 후 도보(약 590m)

평화로운 분위기의 수산항을 지나 낙산사에 올라 

관동팔경을 감상할 수 있는 코스다. 자연의 경이로움과 

마음의 평화를 느끼면서 해맞이공원으로 향한다. 

해맞이공원의 해돋이는 앞서 느꼈던 편안한 마음과 

웅장한 자연을 느끼는 연장 선상이 된다.

교통 : 양양시외버스터미널정류장에서[동호리]행 버스 이용, 

        문화마을정류장 하차 후 도보(약 450m)

낙산사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낙산사는 동해안을 내려다보며 서 있다. 
관동팔경 중의 하나로 수많은 시인 묵객들의 작품 소재가 되어왔다.

설악해변
백사장길이 1km, 너비 80m로 설악산을 오가는 관광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에 
설악산·오색온천·낙산사·하조대 등 관광지가 많아 피서와 더불어 관광을 즐길 수 있다.

물치항
양양군의 북쪽 끝에 위치한 속초시 경계지역의 항구다. 현대식 횟집상가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설악해맞이공원
앞에는 동해, 뒤로는 웅장한 설악산을 감상할 수 있는 가족공원이다. 이곳은 본래 
‘내물치(內勿淄)’라고 불렸던 곳으로 예로부터 해돋이 관람 장소로 유명하다. 
조각공원이 아기자기하고, 다양한 축제는 재밌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대포항
최근에 대포항은 어항보다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설악산과 동해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싱싱한 활어회를 맛볼 수 있다.

속초해변
해안선의 길이 약 2km, 백사장 길이 약 500m 규모다. 수심이 얕고 경사가 완만하여 
설악산과 척산온천 등을 경유하는 관광객이 사철 많이 찾는다.

영금정
본래 영금정이 있는 자리는 높은 바위산이 있었다. 바위산의 모양이 정자처럼 보였고, 
파도 부딪치는 소리가 신비해 마치 신령한 거문고 소리 같다고 하여 영금정(靈琴亭)이라 불렸다. 

속초등대전망대
영금정 해맞이정자에서 보는 일출과 등대전망대에서 보는 설악산 경관,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멀리 금강산자락까지 조망할 수 있다. 
등대 위 전망대까지 올라가서 360도 전경을 모두 둘러봐야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장사항
장사동에 위치한 소규모어항으로서 전형적인 어촌의 모습이다. 
가까운 곳에 배낚시 어장이 형성되어 바다낚시를 즐기러 오는 이들이 많다. 

4.3km 2.2km 2.9km 5.4km 1.3km 1.8km 4.2km

대포항에서 부드러운 바다를 만지고, 등대전망대를 올라 설악과 동해의 경관을 

감상한다. 장사항에서는 소박한 어촌 그대로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이 코스에서는 자연과 문명이 어우러진 다양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아바이마을 앞에서는 갯배를 타고 건너는 묘미도 있다.

교통 : 속초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내버스 9-1번 이용, 

        설악산입구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약 130m)

5.5km 2.1km 4.1km 5.0km

죽도정입구          38선휴게소          하조대          하조대전망대          하조대해변5.0km 3.5km 1.1km 0.3km

하조대해변
유난히 바다 빛이 파란 하조대해변은 
인근에 어성전, 법수치계곡 등이 있어 바다와 
산간계곡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백사장 
규모가 크고, 모래가 부드러우며, 경사가 완만하고, 
수심이 깊지 않아 피서객들이 즐겨 찾는다.

수산항
가자미 배낚시로 많이 알려진 곳으로 숨겨진 일출 
명소다. 긴 방파제와 등대를 배경으로 솟구치는 
일출이 양양 제일이다. 

해파랑가게

주문진해변 향1 6km 죽도정입구 385 0km

하 대해변 여운4 3km 수산항 낙산해5 4km 설악해맞이 원 5 5km

42

43 4544

41 Jumunjin Beach Jukdo Pavilion Entry
주문진해변 - 죽도정입구

총거리 12.2km  소요시간 4시간

Jukdo Pavilion Entry Hajodae Beach
죽도정입구 - 하조대해변

총거리 9.9km  소요시간 3시간 30분

Hajodae Beach Susan Harbor
하조대해변 - 수산항

총거리 9.4km  소요시간 3시간

Susan Harbor Seorak Haemaji Park
수산항 - 설악해맞이공원

총거리 12.7km  소요시간 4시간 30분

Seorak Haemaji Park Jangsa Harbor
설악해맞이공원 - 장사항

총거리 16.7km  소요시간 6시간

양

양

속

초

숙박 및 맛집  Accomodation & tasty restaurant 

●  양양 시외종합버스터미널 033)671-4411   ●  양양 개인콜택시조합  033)671-3 1 13
●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033)631-3181   ●  속초 시외버스터미널 033)633-2328
●  속초 콜택시통합      080)080-1255   ●  속초 모범운전자회 033)633-6888

●  힐하우스(양양) 033-671-2883
●  낙산메리엘콘도(양양) 033-672-0571
●  낙산모텔(양양) 033-671-4181 
●  어메이징모텔(양양) 033-671-8070~1
●  산과바다스포츠호텔
  (구 그배호텔)(속초) 

033-635-6644

●  수림모텔(속초) 033-633-0317

●  양양 송이버섯 033)671-7708 
●  양양 낙산배 033)672-4617 
●  양양 한우 033)671-8868
●  양양 표고버섯 033)671-3282 
●  속초 아바이순대, 오징어순대 033)636-6552
●  속초 젓갈 070)7798-2308
●  속초 막국수,냉면 033)635-0357
●  속초 생선구이 033)633-8892

양양읍일원6월 문화관광과 
033-670-2728

현산문화제
 ● 전야행사, 민속놀이, 체육행사 등

남대천둔치10월 문화관광과 
033-670-2724

송이축제
 ● 송이보물찾기, 송이요리시식회 등

남대천둔치10월 문화관광과 
033-670-2207

연어축제
 ● 연어맨손잡기대회, 문화공연 등

속초해변 일원1월
관광축제팀 
033-639-2144

속초해맞이축제
 ● 개회사, 각종공연, 시낭송, 
   풍선 날리기 등

청초호 유원지일대1월 관광축제팀 
033-632-1231

정월 대보름맞이행사
 ● 떡메치기, 액짚태우기, 지신밟기 등

청초호 유원지 내 
이벤트행사장8월

관광축제팀 
033)639-2144

대한민국음악대향연
 ● 각종 음악 공연

청초호 유원지 일원11월 관광축제팀 
033)639-2144

젓갈축제
 ● 젓갈 체험행사, 젓갈 전시홍보 등

청초호 유원지 
행사장, 

설악산 일원, 
중앙시장

10월
관광축제팀 
033)639-2144

설악문화제
 ● 산악제, 해양민속제, 실향민 축제 등

장사항 일원7월
장사청년회 
010-4327-4819

오징어맨손잡기축제
 ● 오징어맨손잡기, 오징어순대만들기, 
   바다속 줄다리기 등

걷기정보안내

해파랑길은 초광역 장거리 트레일로 부산 오륙도 해맞이공원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기까지 동해안을 따라 770㎞ 걷는 길로 노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  지리행 농어촌버스 
  남애초교정류장 하차
●  동해안에서 ‘아름다운 항구’로 
  손꼽히는 아담한 항포구

남애항 033-670-2411 

●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  9,9-1번 물치정류장
●  양양군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항구

물치항 033-670-2411

●  양양읍 남대천
●  9,9-1번 양양중고교 하차
●  총 길이 70여km의 청정수역

남대천 033-670-2397~8

●  양양군 강현면
●  9,9-1번 낙산 정류장 하차
●  의상대사가 굴속에서 예불하던 곳

낙산사 033-672-2448

●  양양군 현북면
●  어성전(하조대)행 농어촌버스 
  하광정리 정류장 하차
●  조선시대 공신 하륜과 조준이 
  즐겨찾았던 곳으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고 불림

하조대 033-670-2397~8

●  양양군 현남면
●  지경리행 농어촌버스 
  두창시변리정류장 하차
●  죽도 정상에 있는 정자

죽도정 033-670-2397∼8

●  양양군 종합관광안내소 033-670-2397  ●  양양시외버스터미널 033-671-4411
●  양양군 낙산관광안내소 033-670-2391  ●  양양국제공항안내소 033-670-2277
●  양양콜택시(주)           033-671-2300  ●  양양개인택시조합    033-671-3113  
●  속초종합관광안내소     033-639-2690
●  설악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033-635-2003
●  속초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033-631-3181

양양

●  속초시 조양동 해오름로 190 
●  고속버스터미널 정류장
●  수질이 청렴하고 송림이 양호

속초해수욕장 033-639-2365

●  속초시 대포동 동해대로 3664
●  1번, 7번, 9번 설악산입구
●  대부분이 해안절벽, 모래사장인 
다른 동해안과 달리 이곳의 바닷가는 
자갈과 돌로 이뤄졌다.

설악해맞이공원 033-635-2003

●  속초시 조양동 엑스포1로 136
●  9,9-1,7-1,1-1번 부영아파트앞
●  속초시 중앙에 위치한 석호

청초호 033-633-0313

●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길 593-14 
●  1-1,7-1,9-1번 산뛰꾸미마을하차
●  총 길이 70여Km의 청정수역

대포항 033-633-3171

●  속초시 영랑동 영금정로 8-28
●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이동
●  설악산 일대의 전경을 볼 수 있다.

등대전망대 033-633-3406

●  속초시 동명동 동명항길 35
●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이동
●  동명항의 끝자락에 있는 해돋이 정자

영금정 033-635-2003

●  속초시 금호동 영랑호반길 140 
●  속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도보로 이동
●  화랑의 순례도장이었던 자연 석호

영랑호 033-639-2545

속초

나무패널
Wood Panel

PP패널
Ring-type Panel

리본
Ribbon

바닥표식
Floor Sign

해파랑가게
Haeparang 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