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yeongChang

좋아요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 1위 기념

난 뽑힐 줄 알았지~

눈동이님이 기분 최고의 상태로
새로운사진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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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름치마을

효석문화마을
투어

TOUR 04

오대산국립공원
투어

TOUR 02

Pyeongchang!Pyeongchang!
Welcome to

눈동이님이 오대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오대산 국립공원(매표소)

870m 차로 2분! 370m 차로 1분! 8.2km 차로 30분!

전나무 숲길
월정사 상원사

다양한 난이도의 등반코스를 가진 오대산은 등산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에게나 딱!

일상에 지쳐 힐링이 필요하다면 전나무 숲길과 월정사, 상원사에서 피로를 날려버리자!!!

고즈넉한 분위기의 천년고찰 #월정사 구층석탑이 멋져!

#국보제48호구층석탑 #템플스테이 #산사의하루 #힐링

가장 오래된 동종을 보고 싶다면~ #상원사로 출발!

#국보35호동종 #깊은산사의분위기 #월정사에서상원사까지선재길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를 찍어도 작품이 되는 #오대산

#전나무 숲길 산책~! 1,700여 그루 전나무 속으로~

#최고의힐링숲 #완만한트레킹코스 #600년된전나무 #피로타파! 

PyeongChang 오대산 국립공원 투어 코스 검색

진부면 오대산로 2       033-332-6417        odae.k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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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부면 오대산로 1215-89        033-332-6666        http://woljeongsa.org/sang_index.php

진부면 동산리 산63        033-339-6800        www.woljeongsa.org

#사진명소 #산림욕 #다양한등반코스 #동물친구들 #청정자연

오대산 국립공원 투어
TOUR 

02

눈동이님이 백룡동굴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백룡동굴로!

배를 타고 동강을 건너자!

교육부터관람까지2시간50분
4.7km 차로 20분!

탐사복 탐험 동굴 가이드

천연기념물 제260호!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보존한 신비의 백룡동굴!

신나게 동굴탐험하고 어름치마을에서 짜릿한 레저까지 즐겨봐!

모험 걱정은 NO~NO~ 든든한 #동굴가이드와 함께!

#어름치마을에서 래프팅, 카약, 스카이점프, 스라이라인~

#최고의청정지역 #종합휴양마을 #다양한레저스포츠 #쾌적한숙박시설

#배를 타고 백룡동굴로! 동강과 백운산의 풍경에 엄지 척!

빨간 탐험복과 헤드랜턴 안전모는 #백룡동굴탐험의 필수품!

PyeongChang 백룡동굴 투어 코스 검색

미탄면 문희길 63         033-334-7200         cave.maha.or.kr

미탄면 마하길 42-5       033-332-1260       www.mahari.kr

백룡동굴 투어 코스
TOUR 

01

#동굴가이드와 함께!

#수면15m위에동굴입구가! #시원한바람 #시작부터평범하지않아!

#탐사복탐험 #불빛은헤드랜턴뿐 #짜릿한모험 #개구멍통과하기

#동굴전문가이드 #동굴내부지질과생물생성물설명까지 #1회20명1일240명만!

어름치 마을

오대산국립공원
투어

TOUR 02
효석문화마을

투어

TOUR 04
백룡동굴

투어

TOUR 01
대관령목장

투어

TOU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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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령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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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룡동굴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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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 -> 평창

강릉 -> 평창

원주 -> 평창

춘천 -> 평창

정선 -> 평창

07:01 ~ 18:46 / 일 9회(2:30 소요)

06:10 ~ 20:10 / 일 6회(2:00 소요)

06:00 ~ 18:20 / 일 7회(1:40 소요) 

08:15 / 일 1회(3:10 소요)

06:00 ~ 18:20 / 일 16회(0:30 소요)

시외버스 / 평창버스터미널 033-332-2307

[출발]      평 창 읍      

             미 탄 면    

             마 하 리

[도착]     백룡동굴

09:20 /13:20

09:35 /13:35

09:45 /13:45

09:55 /13:55

백룡동굴 농어촌버스

매년   1월

매년   8월

매년   9월

매년 10월

대관령눈꽃축제, 평창송어축제

평창더위사냥축제

효석문화제

오대산불교문화축전

평창군 관광홈페이지

평창 종합관광안내센터

평창군청 문화관광과

평창문화원

www.yes-pc.net

033-330-2771

033-330-2762

033-332-3546

평창관광안내 평창의 축제

Where?
모두가 가고 싶은 곳!

향기에 취하고 맛에 반하는 메밀의 본고장, 

효석문화마을
동굴 전문 가이드와 함께 떠나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

백룡동굴
머리에 닿을 듯 파란 하늘 아래 펼쳐진 푸른 초원, 

대관령의 목장들

여러분이 추천한 

대한민국 최고 여행지, 평창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네티즌과 전문가 심사로 뽑은

2015년 베스트 그곳 1위, 평창!

너도?
나도 평창!



#풍차 #양 #젖소 #메밀국수 #박쥐 #고래 #바늘 #촛불 #책 #불가사리

평창 예습·복습! 가로세로퀴즈

<가로퀴즈>

평창의 명소에 숨은 그림을 찾아보세요!
가로세로퀴즈와 초성퀴즈로 나도 평창지식인!

① 평창동계올림픽은 ○○○○년도에 개최된다.

③ ○○예술관은 2001년 폐교 스튜디오 프로그램 중
    하나로 개관한 문화 예술공간이다.

④‘메밀꽃 필 무렵’작가의 육필원고와 사진을         
    비롯한 많은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는 곳은
    ○○○○○○입니다.

⑤ 평창○○○○는 평창의 대표적인 겨울축제로, 
    직접 참여하고 부딪히며 몸으로 느끼는   
    체험축제이다.

⑨ 계촌정보화마을의 체험목장인 하늘마루○○○○
    은 트레킹 및 먹이주기체험을 할 수 있다.

<세로퀴즈>
② HAPPY700 평창군은 살기좋은 쾌적한 고도 해발
    ○○○m  지점에 위치해 있다.

⑥ ○○○○○는 우리나라 유일의 앵무새쇼를     
    관람할 수 있는 테마관광음식업소로 자리매김한 
    곳입니다.

⑦ ○○○○○는‘메밀꽃필 무렵’의 배경지에서     
    열리는 축제로 많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문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축제이다.

⑧ 국내 최대의 겨울축제인 대관령○○○○는 국내 
    최고의 적설량을 자랑하는 산간고원지대인 
    대관령면 일원에 펼쳐지고 있다.

⑩ 알프스에 와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대관령○○○○

눈동이님이 대관령에 있습니다.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

13km 차로 33분! 11.7km 차로 28분! 12.3km 차로 30분!

양떼목장 하늘목장 선자령

대관령의 탁 트인 풍경과 봄여름가을겨울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이 일품!

카메라 하나만 들고 지금 바로 대관령 목장으로 출발!

#트랙터마차 #양떼체험 #승마체험 #아이들과목장의자연속으로

바람과 함께 걷는 #선자령 풍차길

#백두대간능선을한눈에 #완만한산세 #등산초보자에게도추천!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대관령의 초원 #에코그린캠퍼스

#양떼목장에서 폭신폭신 귀여운 양과 힐링타임! 

#한국의알프스 #양밥주기 #양귀여워 #초원도멋져! #설경은더예뻐

PyeongChang 대관령목장 투어 코스 검색

눈동이님이 

대관령면 횡계2리 산1-107번지       033-335-5044        www.samyangranch.co.kr 눈이 시리도록 투명한 하늘 아래 #하늘목장
대관령면 횡계리 산279-7번지       033-332-4888         skyranch.co.kr

대관령면 대관령 마루길 483-32        033-335-1966        www.yangtte.co.kr 대관령면 횡계리        033-330-2771

#서울여의도의7.5배크기 #동양최대규모초지목장 #가을동화촬영지

대관령목장 투어
TOUR 

03

눈동이님이 효석문화마을에 있습니다.
이효석 문학관

900m 차로 2분! 1.1km 차로 4분!
4.4km 차로 8분!

이효석 생가 이효석 문학의 숲 메밀음식거리

효석문화마을엔 이효석작가가 사랑했던 고즈넉한 산촌 풍경이 가득!

매년 메밀꽃이 절정을 이루는 가을에 열리는 효석문화제도 놓치지 말기~

눈으로 메밀꽃을 즐겼다면 입을 위해 #메밀음식거리로! 

#봉평읍내가득메밀음식점 #메밀막국수 #메밀묵 #메밀전병 #메밀싹비빔밥

<메밀꽃 필 무렵>의 풍경이 가득한 #이효석 문학관

#이효석 생가엔 소설 속 고즈넉한 산촌마을의 풍경이 그대로

#이효석이나고자란생가터 #원로들의고증을받아조성한초가집생가

눈동이님이 
평창

가로세로퀴즈와 초성퀴즈로 나도 평창지식인!

봉평면 효석문화길 73-25       033-330-2700        www.hyoseok.org

이효석 생가터 봉평면 이효석길 33-19 / 복원생가 평양푸른집 봉평면 창동리 574-2 봉평면 봉평읍내

#이효석작가이야기 #사계절아름다운풍경 #문학의향기 #데이트코스 

PyeongChang 효석문화마을 투어 코스 검색효석문화마을 투어 코스
TOUR 

04

#봄부터가을까지만개방 #소설속캐릭터들 #소설속장소들 #물레방앗간 

책 속 세상이 눈 앞에 펼쳐지는 #이효석 문학의 숲
봉평면 문학숲길 97       033-335-4477         문학의숲.com

PyeongChang 숨은 그림 찾기 PyeongChang 퀴즈 

초성퀴즈로 알아보는 평창!
매년 가을이 되면 

평창 구석구석이 알록달록 물들며 장관을 이루죠.

그  중에서도 오대산의 가을 풍경이 

최고로 꼽히는 것,  다들 알고계시죠?

올 가을엔 평창에서 단풍놀이를 즐겨보세요~

ㅍㅍㅊㅊㅊ???!!!
① ㅂㄹㄷㄱ은 백운산의 “백”자와 발견자 정무룡씨의 “룡”자를 따서
    명명된 동굴이다.

② 남대, 북대, 동대, 서대, 중대가 있어 ㅇㄷㅅ이라고 하며, ㅇㄷㅅ국립공원에는
    월정사와 상원사를 비롯한 여러 암자와 희귀 동식물과 약초, 산채가 많다.

③ 동계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강원도와 대한민국에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길 2018평창ㄷㄱㅇㄹㅍ은 세계인들의 겨울 대축제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가로세로퀴즈와 
초성퀴즈 정답이
바로 확인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가로세로퀴즈와 
초성퀴즈 정답이
바로 확인됩니다.※ 각 페이지의 QR코드를 통해 관광지 소개영상을 감상하고, 

    각 관광지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①

②

④

③

⑦

⑧

⑤ ⑨

⑩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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