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gangwon.to

비대면 / 숨은 관광지
안내지도

비대면 / 숨은 관광지
안내지도

친절한 강원도 관광안내소
강원도

강원도 지역번호 033

횡성군

도 종합관광안내센터(춘천)
도 종합관광안내센터(강릉)
강원도 관광마케팅과

244-0088
640-4537
249-3365

춘천시
춘천역 관광안내소
남춘천역 관광안내소
낭만누리 관광안내소
춘천시 관광과

250-4312
250-3322
250-4300
250-3089

원주시
원주역 관광안내소
원주시 관광정책과

733-1330
737-5123

강릉시
종합관광안내소
강릉역 관광안내소
경포 관광안내소
주문진 관광안내소
강릉시 관광과

640-4537
642-8692
640-4531
640-4535

동해시
망상 관광안내소
추암 관광안내소
무릉 관광안내소
묵호 관광안내소
동해시 관광과

530-2800
530-2801
530-2802
534-8012
530-2232

태백시
태백시 종합관광안내소
철암관광안내소
태백시 문화관광과

550-2828
550-2879
550-2081

속초시
해맞이공원 관광안내소
고속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시외버스터미널 관광안내소
관광수산시장 관광안내소
속초시 관광과

639-2690
639-2689
639-2830
639-2568
639-2539

삼척시
삼척 종합관광안내소		
삼척시 관광과		

070-8282-2330
070-8299-2330
343-3432
340-5986

영월군
영월장릉종합관광안내소
영월관광센터
영월 고씨굴 안내소
영월군 관광안내콜센터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374-4215
375-8986
372-6870
1577-0545
370-2541

평창군
평창군 종합관광안내소
평창군 월정사안내소
대관령 관광안내소
평창군 문화관광과

330-2771
330-2772
330-2799
330-2724

정선군
정선군 종합관광안내소
정선군 관광안내콜센터
정선군 문화관광과

563-3122
1544-9053
560-2369

철원군
철원군 관광안내소
철원군 관광기획개발실

450-5559
450-5365

화천군
화천군 관광안내소
화천군 관광정책과

440-2575
440-2733

양구군
금강산가는길 안내소
양구군 관광문화과

480-7266
480-7204

인제군
인제관광정보센터
백담관광안내소
인제군 문화관광과

460-2170
463-6644
460-2082

고성군

575-1330
570-3846

화진포 관광안내소
통일안보공원 관광안내소
고성군 관광과

670-2398
670-2516
670-2722

홍천 관광안내소
홍천군 관광과

양양군
낙산 관광안내소		
하조대 관광안내소		
양양군 관광과		

KTX 횡성역 관광안내소
KTX 둔내역 관광안내소
횡성호수길 관광안내소
횡성군 미래전략과

680-3677
681-8378
680-3369

홍천군
433-1259
430-2471

강원도관광홈페이지 www.gangwon.to

강원관광 안내콜센터

강원도종합관광안내센터(강원관광협회)

033-120(강원도콜센터) 1330(한국관광공사)

여행을 쉽고 편하게 강원투어패스
1 + 1 여행상품, 최대 75% 할인 혜택
smartstore.naver.com/koreatourpass
070-8845-9990

온통 순백의 세상으로 변해버린 동화 같은 풍경
바람도 조연이 되는 눈의 나라로 떠나요~

겨울이 가장 오래 머무는 땅 강원도!

호수 문 화 권

백두대간권

낭만의 도시
구곡폭포

홍천 에 핀

춘천
소노벨 비발디파크

D2

맛있는 여행!

산소도시
365세이프타운

D2

태백

YOUNG WORLD
영월관광센터

F6

오션월드, 푸드월드, 스키월드 등의 시설로

교육과 놀이시설을 융합한 시설로써 각종

푸드코트존, 미디어전시관, 컨벤션, 소나무숲

겨울철에는 그대로 빙벽으로 변해 빙벽

휴식과 레포츠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리조트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으로 가능

정원, 야외무대 등 전시를 핵심 콘텐츠로 하는

홍천군 서면 한차골길 262
1588-4888

춘천시 남산면 강촌구곡길 254
033-250-3569

물레길

수타사농촌테마공원

영월군 영월읍 청령포로 126-3

강원도
먹스타그램!

033-375-8986

통리탄탄파크

D3

영월Y파크(술샘박물관)

F6

좋아요 강릉 | 초당

E4

호반의 도시 춘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며 전통·농경 문화

폐갱도를 활용한 터널에서 레이저쇼 등

영월의 새로운 명소로 ‘젊은달 미술관’, ‘붉은

물길로, 카누를 타는 낭만적인 체험이 가능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아트를 경험할 수 있고 본관에서

파빌리온’, ‘바람의 길’ 등으로 이루어진

라이브스케치, 슈팅게임 체험 가능

거대한 대지미술공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113-1
033-242-8463
www.mullegil.org

옥산가(달아실)

홍천군 영귀미면 수타사로 303
033-430-2494
www.hongcheon.go.kr/tour

팔봉산

C3

태백시 통골길 116-44
033-554-8853

지지리골 자작나무힐링숲

D3

한반도지형

F6

강의 남쪽을 따라 여덟 개의 봉우리가 길게

사계절 내내 산책하기 좋은 둘레길이며, 하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동쪽은 높고

뻗어 있으며, 낮은 산이지만 바위와 암벽이

자작나무 숲과 설경의 조화가 아름다워 눈이

서쪽은 낮은 한반도의 지형과 아주 흡사해

전시된 옥 제품도 감상 가능

많아 능선이 험하고 암릉길이 특징

오는 겨울에는 온통 하얀 세상으로 변신

놀랍고 신비로운 지형

다이내믹
구룡사

원주

태백시 황지동 산 178
033-550-9910

자연친화
국립횡성숲체원

E3

횡성
대관령 삼양목장

좋아요 태백 | 물닭갈비
©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평창

아리아리
함백산 만항재

D5

정선
좋 아요 원주

600만평의 광활한 초원이 순백으로 물들고,

해발 1,330m에 위치하며 천상화원으로

고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숲 체험장

장대한 산들이 수묵화처럼 펼쳐지는 풍광

사계절 아름답다. 특히 겨울에는 눈이 녹지

hoengseong.fowi.or.kr

얼큰 한

F6

울창한 숲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가치를 배우

www.guryongsa.or.kr

좋아요 철원 | 한탄강 민물 메기매운탕
Go! Go~

1577-0545

의상대사가 창건한 아름다운 사찰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777
033-340-6300

| 화로구이

좋아요 횡성 | 한우구이

치악산의 너른 품 속에 자리한 천년 고찰로

원주시 소초면 구룡사로 500
033-732-4800

태기산

E3

발왕산 기 스카이워크

D4

좋아요 삼척 | 곰치국

좋아요 정선 | 황기족발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865
1544-9053

화암동굴

D5

오늘은
뭐 먹지?

횡성 최고봉인 태기산(1,261m)은 웅장한 산세

해발 1,458m에 위치한 국내 최고 높이로

총 500m 길이로 금을 캐는 전 과정을 한눈에

국내에서 가장 긴 산악 보도교로 섬강의

만큼 장쾌한 풍경이 펼쳐지는 명산으로 산 정

광활한 대관령 전경을 볼 수 있는 열린 관광지

볼 수 있고, 천연동굴에서는 각종 석회석

절경을 바라보며 하늘을 걷는 기분을 경험

상에는 약 1km 거리의 태기산성이 있음

원주시 지정면 소금산길 12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 일대
033-340-2472

ganhyeon.wonju.go.kr

치악산둘레길

횡성호수길 5구간

E3

월정사

좋아요 양구 | 시래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산248
033-560-3410

화암약수

D5

E6

좋아요 양 양 | 송이

총 11개 코스로 치악산을 중심으로

횡성호수길의 대표 코스로 호수 가까이에서

오대산에 있는 고즈넉한 사찰로 사계절 푸른

톡 쏘는 맛이 나는 탄산 약수로 위장병, 피부병

한 바퀴 돌 수 있게 조성된 수평형 숲길이며

걸을 수 있는 9km 거리의 사계절 아름다운

침엽수에 둘러싸여 있는 템플스테이 명소

등에 효험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둘레길

순환형 둘레길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033-339-6800
woljeongsa.org

횡성군 갑천면 태기로 구방5길 40
033-345-9657

원주시걷기여행길안내센터 033-762-2080
www.chiaktrail.kr

좋아요 평창 | 메밀묵무침 &전병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는 가족 관광지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033-330-8229
www.yongpyong.co.kr

D4

좋아요 화천 | 더덕구이

E6

원주의 대표 명소이며, 소금산출렁다리는

033-733-1330

정선군 화암면 화암리 506
033-560-2576

좋아요 영월 | 칡국

수

좋아요 인제 | 황태구이

좋아요 고성 | 막국수

동해안권

강릉

동 트는

안목해변(강릉커피거리)

논골담길

D6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원더풀

그려 놓아 산책하기 좋은 아기자기한 마을

강릉시 창해로14번길 3 일대

동해시 논골1길 2
033-530-2231
dh.go.kr/tour

© 사진 한국관광공사

베틀바위 산성길

C6

삼척

나를 설레게 하는 도시

삼척해상케이블카

D6

골목 담벼락에 바닷가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곳으로, 안목해변을 따라 형성된 커피 거리

주문진 일대(주문진등대)

동해

E7

바다 위를 가로지르며 삼척의 그림 같은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154-31
1668-4268
www.samcheokcablecar.kr

E6

이사부길

속초

바다향기로

감성로드 외옹치 바다향기로는 해안 절경이

강원도 코로나 선별 진료소

양양

갈천약수

B5

시군

C5

설악산 구룡령 계곡의 바위에서 솟아 오른

산책로 아래에 펼쳐져 시원한 파도소리와 함께

© 사진 한국관광공사

양양군 서면 갈천리 산1-1
033-670-2397
tour.yangyang.go.kr

죽도정

B5

원주시

C5

1918년부터 100년의 시간 동안 바닷길을

해발 550m로 산악인들 사이에서 천하비경

환상적인 바닷가 드라이브 코스로 삼척

동해를 36km까지 비추며 바다와 항구의 배들,

사시사철 송죽이 울창하여 죽도라고 불리며

비추며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온 등대

장가계, 소금강이라 불림

해수욕장과 삼척항을 잇는 4.8km의 도로

멀리 설악산까지도 조망되는 전망대로 속초

정상에 위치한 죽도정에서 죽도해변 감상 가능

강릉시 주문진읍 옛등대길 24-7
033-640-4535
www.gn.go.kr/tour

© 사진 한국관광공사

헌화로

동해시 삼화로 538
033-539-3700
dh.go.kr/tour

추암해변

D6

E7

8경 중 하나인 명소

삼척시 새천년도로
033-570-3841

환선굴

속초시 대포항길 186
속초항로표지관리소 033-633-3406

영랑호수윗길

E6

© 사진 한국관광공사

양양군 현남면 인구리 1-1
033-670-2397
tour.yangyang.go.kr

휴휴암

B5

C5

기암괴석이 늘어선 해안 절벽과 아담한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물위를 걷는 듯한 신비로운 느낌과 더불어

‛쉬고 또 쉰다’는 뜻의 휴휴암은 전국의

파도소리와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 장소

백사장을 모두 품고있는 최고의 일출 명소

석회암 동굴로 약 5억 3천만 년 전에 생성

영랑호수의 전경과 설악산의 울산바위, 동해의

참배객들과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는 명소

© 사진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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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촛대바위길 17-1
033-530-2801
dh.go.kr/tour

삼척시 신기면 환선로 800
033-541-9266
samcheok.go.kr/tour.web

풍경을 가득 느껴볼 수 있는 새로운 명소
속초시 금호동 600-11
033-639-2362/2544

© 사진 한국관광공사

강릉시

동해시

바다와 가까운 해안도로로, 일렁이는

강릉시 강동면 심곡리 162
033-640-4531
www.gn.go.kr/tour

춘천시

약수로 철 함량이 높아 위장병, 빈혈 등에 효과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명소

속초등대전망대

E7

고맙다

속초시 대포항길 186
033-639-2362

양양군 현남면 광진2길 3-16
033-671-0093
tour.yangyang.go.kr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D M Z권

드라마틱

철원

노동당사

물의 나라

화천

용화산

B1

양구 로부터

하늘내린

국토정중앙천문대

C3

C3

인제

만해마을

금수강산

홍천군

고성

횡성군

DMZ박물관

B4

A4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북한의

높이 877.8m로, 8.3km의 등산로가 잘 정비된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만해 한용운의 문학정신, 불교개혁정신을

전쟁과 분단의 상징으로 남은 세계 유일

노동당사로 이용되었던 근대문화유산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

천문학에 대한 색다른 지식을 쌓을 수 있는 곳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교훈 가득한 마을

DMZ를 통해 그 의미와 교훈을 전하는 박물관

철원군 철원읍 금강산로 265
033-450-5558~9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잔도)

화천군 하남면 용암리 용화산
033-440-2733
B1

총 길이 3.6km로 신비한 협곡과
기암절벽을 감상하며 걷는 지질 트레일
순담매표소 :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산 78-2
033-452-2225

한탄강 은하수교

B1

평화의 댐

B3

북한강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대 저수량
3위 규모로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된 댐
화천군 화천읍 동촌리 2921
033-440-2575

하트섬

C3

양구군 남면 국토정중앙로 127
033-480-7257
www.ygtour.kr

DMZ펀치볼둘레길

B4

인제군 북면 만해로 91
033-462-2303
manhae2003.dongguk.edu

백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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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369
033-681-0625
www.dmzmuseum.com

통일전망대

A4

화천군

(의료)기관명

주소

연락처

춘천시보건소

춘천시 중앙로3가 67

033-250-4598

강원대학교병원

춘천시 백령로 156

033-258-2000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춘천시 삭주로 77

033-240-5816

원주시보건소

원주시 원일로 139

033-737-4065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시 일산로 20

033-741-1641

강원도원주의료원

원주시 서원대로 387

033-760-4701

강릉시보건소

강릉시 남부로17번길 38

033-660-3090

강릉아산병원

강릉시 방동길 38

033-610-4111

강릉동인병원

강릉시 강릉대로419번길 42

033-651-6161

강릉고려병원

강릉시 옥가로 30

033-649-0333

강원도강릉의료원

강릉시 경강로 2007

033-610-1200

동해시보건소

동해시 천곡로 100-2

033-530-2401

의료법인 동해동인병원

동해시 하평로 26

033-530-0114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동해시 하평로 11

033-530-3100

태백시보건소

태백시 태백로 905

033-550-271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태백시 보드미길 8

033-580-3119

속초시보건소

속초시 수복로 36

033-639-2742

강원도속초의료원

속초시 영랑호반길 3

033-630-6122

속초보광병원

속초시 중앙로 11

033-639-8557

삼척시보건소

삼척시 척주로 76

033-570-4649

강원도 삼척의료원

삼척시 오십천로 418

033-570-7545

홍천군보건소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로 5

033-430-4024

홍천아산병원

홍천군 홍천읍 산림공원 1길 17 033-430-5119

횡성군보건소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033-340-5707

횡성대성병원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275

033-343-0901

영월군보건소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44

033-370-1800

영월의료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033-370-9129

평창군보건의료원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033-330-4800

정선군보건소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033-560-2739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1길 145

033-560-7110

철원군보건소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033-450-5956

철원병원

철원군 갈말읍 명성로 208

033-450-3300

화천군보건의료원

화천군 화천읍 강변로 111

033-440-2813

양구군보건소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42

033-480-2711
033-480-8800

전쟁과 평화를 테마로 하여 산림문화·역사를

신라 자장율사가 설악산에 창건한 사찰로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73.22km의 숲길

자연과 어울려 경관이 뛰어난 명소

금강산의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명소

양구군

인제군 북면 용대리 백담로 746
033-462-5565
www.baekdamsa.org

양구성심병원

양구군 양구읍 중심로 160

고성군 현내면 통일전망대로 457
033-682-0088

인제군

인제군보건소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40번길 34 033-460-2517

고성군

고성군보건소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033-681-4000

양양군

양양군보건소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033-670-2119

양구군 해안면 해안서화로 23
033-481-8565
www.dmztrail.or.kr

박수근미술관

C3

원대리 자작나무숲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북쪽을 전망할 수 있어

www.tongiltour.co.kr

C4

화진포 역사안보전시관

A5

하트 모양의 인공섬으로 벤치, 흔들그네 등의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작품으로 남긴

69만 그루의 자작나무가 보여주는 장관과

한국 근대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주요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파로호 수변 경치를

박수근의 명작들을 만날 수 있는 미술관

상쾌한 자연의 향으로 가득 채워진 감동의 숲

정치가들의 여름 별장지였던 곳

화천군 간동면 도송리 574일원
033-440-2575(관광안내소)

평창군

철원군

동선으로 탐방할 수 있도록 조성된 은하수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725-12
033-450-5559

영월군

정선군

한여울 길을 따라 탐방객들이 자연스러운

감상하며 산책도 즐길 수 있는 공원

기 정식

버섯전골

좋아요 속초 | 물회

솔향

행
별미여

심이

건강한 에너지
강원도 음식!

않아 유명 겨울 등산코스

평창군 대관령면 꽃밭양지길 708-9
033-335-5044~5
samyangranch.co.kr

| 관찰사 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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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현관광지(소금산출렁다리)

좋아요 동해 | 대게

영월군 한반도면 옹정리 180

HAPPY 700

D4

두부

좋아요 춘천 | 닭갈비

F4

수 있는 곳으로, 약 150m의 갱도 벽면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1124
033-430-2471

좋 아요 홍 천

영월군 주천면 송학주천로 1467-9
033-372-9411
ypark.kr

고품격 옥 동굴 체험과 휴식을 함께 즐길

춘천시 동면 금옥길 228
033-243-2111
oksanga.com

산과 바다 자연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기운을 복돋우고 입맛을 살려주는
신나는 별미여행, 강원도의 맛 탐방에 나서보자.

복합편의시설

태백시 평화길 15
033-550-3101~4

www.sonohotelsresorts.com/vp

C2

맛으로 즐기는 겨울, 강원도 별미 탐방

F5

47m 높이에서 떨어지는 하얀 물줄기가
등반인들이 찾는 관광명소

영월

양구군 양구읍 박수근로 265-15
033-480-7226
www.parksookeun.or.kr

인제군 인제읍 원남로 760
033-461-9696
© 사진 한국관광공사

고성군 거진읍 화진포길 280
033-680-3677
gwgs.go.kr/tour

바다
열차

강릉역 ~ 정동진역 ~ 묵호역 ~ 동해역 ~ 추암역 ~ 삼척해변역을 잇는 56km의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달리는 열차로 동해바다의 눈부신 풍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특별함이 가득!
강릉시 강동면 정동역길 17 / 삼척시 중앙로 13
033-573-5474
w ww.seatra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