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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즐거움과 환상적인 낭만이 휴식공간을 채우다

HIGH1 CONDOMINIUM

마운틴 콘도 A~E동 힐 콘도 밸리 콘도

마운틴 콘도 (A~E동)

이국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마운틴 콘도는 가족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고급 객실과 노천스파 등 

최고의 서비스와 부대시설로 환상적인 낭만과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운틴 카페테리아

영업시간 

-  개장일~2015.12.11  07:00~17:00

-  2015.12.12~2016.2.29  07:00~20:00

위     치 마운틴 스키하우스 2F

문의전화 033)590-7951

마운틴 가판대

영업시간 11:00~16:30 

운영기간 2015.12.24~2016.2.28

위     치 마운틴 스키하우스 2F

문의전화 033)590-7951

유아놀이방

영업시간 10:00~17:00

운영기간 2015.12.25~2016.2.28

위     치 A동 1F

문의전화 033)590-6915

※ 만 3세~7세

※ 반드시 보호자 동반 이용가능

물품보관소

영업시간 10:00~17:00 

운영기간 2015.12.25~2016.2.28

위     치 C동 1F

문의전화 033)590-6915

마운틴 푸드코트(우쿠야, 중식)

영업시간 10:00~22:00

위     치 A동 1F

문의전화 033)590-7961

편의점

영업시간 주중 07:00~24:00

 주말 07:00~익일 02:00

위     치 B동 1F

문의전화 033)590-7962

커피전문점(이디야)

영업시간 10:00~22:00

위     치 A동 1F

문의전화 033)590-7963

시즌레포츠(스키&보드용품샵, 의류렌탈) 

영업시간 08:00~22:00

위     치 마운틴 스키하우스 1F

문의전화 033)590-7991

원스키(스키&보드용품샵, 의류렌탈)

영업시간 10:00~22:00

위     치 마운틴 스키하우스 2F

문의전화 033)590-7993

캡틴마운틴(오락실)

영업시간 09:00~24:00

위     치 마운틴 스키하우스 2F

문의전화 033)590-7966

※  영업시간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운틴 콘도 정원에 위치한 노천스파로 하늘을 

보며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운영시간 10:00~20:00 (수영복 착용)

운영기간  금, 토, 일요일 및 공휴일 (전일 포함)

 ※ 극성수기 상시운영

 ※ 목요일 휴장 (시설정비)

대 여 비 락커 1,000원 / 타월(大) 2,000원/장

문의전화 033)590-6914~5

※ 락커 및 타월 대여 시 객실키 지참

※  운영시간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객실 타입 객실 수 면적 (坪)

프레지덴셜 스위트룸 3 297㎡ (90)

로얄 스위트룸 19 198㎡ (60)

패밀리 스위트룸 70 165㎡ (50)

디럭스룸 188 109㎡ (35)

객실이용 안내

부대시설 안내

하늘샘

Administrator
사각형



탁 트인 전망 아래 청정 자연이 주는 눈부신 혜택을 즐기다

전망레스토랑관광 곤돌라 하트조형물

하이원 겨울 즐길거리

알프스 작은 마을의 풍경 그대로, 즐거움과 힐링을 누리다

밸리 콘도

알프스 마을 같은 유럽풍의 건물로 젊은 층과 단체객을 위한 이코노미 객실 및 사우나, 

프랜차이즈 몰 등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합니다.

밸리 카페테리아

영업시간 일~금 10:00~16:00

 토, 휴일전일 07:00~20:00

운영기간 2015.12.19~2016.3.1

위     치 밸리 스키하우스 2F

문의전화 033)590-7851

사우나 & 찜질방

영업시간 07:00~20:00 

운영기간 2015.12.19~2016.2.10

위     치 콘도동 1F

문의전화 033)590-7841

※  밸리 콘도 프론트에서 발권 후 이용

편의점

영업시간 주중 07:00~24:00

 주말 07:00~익일 02:00

운영기간  콘도 운영 시 영업 

(미 운영 시 07:00~18:00)

위     치 콘도동 2F

문의전화 033)590-7894

한식당 ‘하늘연’

영업시간 07:00~19:00

위     치 콘도동 B1

문의전화 033)590-7861

스머프아자씨(스키&보드용품샵, 의류렌탈)

영업시간 08:00~22:00

위     치 밸리 스키하우스 1F

문의전화 033)590-7891

던킨도너츠

영업시간 09:00~22:00

위     치 밸리 스키하우스 3F

문의전화 033)590-7858

엔제리너스커피

영업시간 09:00~22:00

위     치 밸리 스키하우스 4F

문의전화 033)590-7859

스노우샵(스키&보드용품샵, 의류렌탈)

영업시간 08:00~22:00

위     치 밸리 스키하우스 1F

문의전화 033)590-7892

도미노피자

영업시간 11:00~22:00 (배달 익일 1시까지)

위     치 밸리 빌리지센터 1F

문의전화 033)590-7863

KFC

영업시간 09:00~22:00

위     치 밸리 스키하우스 3F

문의전화 033)590-7869

※  영업시간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객실 타입 객실 수 면적 (坪)

패밀리 스위트룸 4 165㎡ (50)

슈페리어룸 29 99㎡ (30)

스탠다드룸 90 52㎡ (16)

객실이용 안내

부대시설 안내

HIGH1 LEISURE



하이원 리조트 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멀티 퍼포밍 불꽃쇼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하이원만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불꽃쇼와 퍼포먼스를 결합한 공연을 함께 즐겨보세요.

1960~1980년대까지 만항재에서 함백역(40Km)까지 석탄을 실어 나르기 위해 만든 장대한 

산중도로 운탄고도는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숨은 동력이었습니다. 

운탄고도는 ‘석탄을 나르던 높은 길(運炭高道)’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져 있는 

고원의 길(雲坦高道)’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화절령에서 낙엽송길을 지나 하이원 호텔 & C.C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다양한 석탄 역사문화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 옛 탄광문화의 발자취를 느낄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해발 

1,100m가 넘는 고지와 능선으로 이어지는 호젓한 산길인 운탄고도는 수백여종의 야생화와 희귀 

고산식물이 함께 호흡하는 아름다운 힐링 명소입니다.

전망레스토랑 (회전식레스토랑)

영업시간 

-  개장일~2015.12.23 

09:30~15:30 (음료만 판매)

-  2015.12.24~폐장일  

일~금 09:30~15:30 

토, 휴일전일, 공휴일 09:30~20:00 

(식사메뉴 판매 11:00~15:30)

위     치 마운틴 탑 3F

문의전화 033)590-7981

탑스넥

영업시간 09:30~15:30

운영기간  2015.12.24~2016.2.21

위     치 마운틴 탑 1F

문의전화 033)590-7986

마운틴허브 카페테리아

영업시간 11:00~20:30 

위     치 마운틴허브

문의전화 033)590-7971

밸리허브 카페테리아

영업시간 11:00~20:30 

위     치 밸리허브

문의전화 033)590-7871

하이원보드스쿨(강습)

영업시간 09:00~21:00 

위     치 스키하우스 1F

문의전화 033)590-7928

놀이동산 

(미니기차, 슈퍼바이킹, 코인라이더, 

우주전투기 등)

영업시간 매표소 시간 동일 

위     치 마운틴 콘도 E동 앞

문의전화 033)590-7908

※  영업시간은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늘길 운탄고도관광곤돌라

부대시설 안내

눈썰매장

하이원 겨울왕국 이벤트

리조트 단지 내 내방고객을 대상으로 게릴라성 이벤트를 진행하여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입니다.

운영시간  수시(게릴라)

운영기간   2015.12.18~2016.3.6

위     치  리조트 단지 일대

2016년 신년맞이 아이스 피겨 쇼(식전공연), 불꽃쇼, 송년 카운트다운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운영시간  23:00~00:15

운영기간   2015.12.31

위     치  구 호수공원

향수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 등

운영시간  10:00~17:00

운영기간   2015.12.18~2016.1.31

위     치   컨벤션호텔

아이스링크

운영기간   스케이트장 개장일~2016.1.31

위     치   구 호수공원

게릴라 경품이벤트

2016 카운트다운

운영시간 21:00~21:15

운영기간  2015.12.24~2016.2.9  

(멀티미디어 + 불꽃쇼 총13회 진행) 

- 12월 : 24, 25, 26일 

- 1월 : 1, 2, 9, 16, 23, 30일 

- 2월 : 6, 7, 8, 9일

위     치 구 호수공원

※  상기 운영일정은 영업계획 및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이원 불꽃쇼

탁 트인 전망, 발아래 가득 펼쳐지는 야생화와 백운산 절경들, 하이원 리조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곤돌라입니다. 해발 1,340m 하이원 스키장 마운틴정상까지 

왕복 40분이 소요되며, 정상에는 전망 레스토랑이 있어 차와 식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소인 : 만 4세~만 12세

※  상기 운영일정은 영업계획 및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이용횟수 요금(대인/소인)

관광곤돌라 1회 14,000 / 12,000

쌩쌩 바람을 가르며 추위도 잊은 채 타는 눈썰매는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하이원 스키장의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온 가족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동심의 공간으로 놀러오세요.

※ 소인 : 만 4세~만 12세

※  단체(현장단체 포함) : 20명 이상 단체 요금 적용

※ 제휴카드 할인율 : 4시간권만 10%(2시간권 제외)

구 분 이용시간
요 금

기 본(대인/소인) 단 체 (대인/소인)

2시간 발권시간 기준 10,000 / 8,000 7,000 / 5,000

4시간 발권시간 기준 12,000 / 10,000 8,000 / 6,000



18개의 프리미엄 코스, 백두대간이 펼쳐진 4.2km 슬로프 위를 날다

HIGH1 SKI

마운틴 탑 스키강습마운틴 스키하우스 전경

하이원 스키

고객센터 1588-7789

스키학교 접수처 밸리 1층 (033)590-7811~2) / 마운틴 1층 (033)590-7911~2)

보드스쿨 접수처 밸리 1층 (033)590-7828) / 마운틴 1층 (033)590-7928)

의무실 밸리 2층 (033)590-7878~9) / 마운틴 2층 (033)590-7978)

패트롤 밸리 2층 (033)590-7119, 7979, 7942)

눈 썰매장 마운틴 (033)590-7906)

하이원 스키장의 정상은 1,340m의 마운틴 탑, 1,376m의 밸리 탑, 1,250m 높이의 마운틴 허브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스키연맹 공인(2006년) 대회전 코스까지 포함된 18면, 총 연장 21km의 

다양한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운틴 탑에서 밸리 콘도까지 이어지는 최장 4.2km 

슬로프는 초보자도 정상에서 출발하여 여유롭게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초심자부터 선수 지망생 강습까지 최고의 강사진으로부터 체계적인 강습 프로그램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위     치 밸리 1F

 마운틴 2F

마운틴 탑

마운틴 탑에는 곤돌라를 이용해 하이원C.C로 

향하는 마지막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두 개의

최고봉을 연결하는 마지막 쉼터, 마운틴 탑에서

장거리 스키 출발 전 잠시 숨을 고르는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운틴 허브

하이원 스키장의 3대 곤돌라를 이용하는 장거리 

고공여행. 그 사이에서 곤돌라 중간 스테이션인 

마운트 허브가 있어 맛있는 음식과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밸리 탑

빅토리아 슬로프 정상에는 밸리의 시작점인

밸리 탑이 있습니다.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시원한 경관과 하이원 슬로프를 한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밸리 허브

장장 4.2km의 긴 구간을 달려 내려가는 제우스

슬로프 중간에는 계곡의 쉼터, 밸리 허브가 

있습니다.

하이원 스키 안내

스키 & 보드 학교

부대시설 안내

주요시설 안내



마운틴 허브

마운틴 탑

밸리 탑

밸리 허브

힐콘도

밸리콘도&스키

힐스테이션

마운틴콘도
(F, G, 테라스동)

마운틴콘도&스키
(A~E동)

마운틴 허브

마운틴 탑

전망레스토랑전망레스토랑

밸리 탑

밸리 허브

하늘샘하늘샘
바다샘바다샘

밸리 곤돌라

하이원 곤돌라

썰매장

아테나 리프트

주피터 리프트

제우스 리프트

아폴로 리프트

빅토리아 리프트

헤라 리프트

하프파이브

터레인 파크

마운틴 곤돌라

힐콘도

밸리콘도&스키

힐스테이션

마운틴콘도
(F, G, 테라스동)

마운틴콘도&스키
(A~E동)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품 스키 리조트, 겨울에 제대로 즐기다

SLOPE INFORMATION

슬로프 안내

곤돌라명 탑승인원 운행구간

밸리 8 밸리 ↔ 힐 ↔ 마운틴

마운틴 8 마운틴 ↔ 마운틴 허브 ↔ 마운틴 탑

하이원 8 하이원 ↔ 마운틴 탑

리프트명 탑승인원 운행구간

제우스 6 밸리 콘도 → 밸리 허브

주피터 6 밸리 콘도 → 아폴로 리프트 승차장

빅토리아 4 밸리 허브 → 밸리 탑

헤라 6 밸리 허브 → 마운틴 탑

아폴로 4 아폴로 리프트 승차장 → 마운틴 허브

아테나 6 마운틴 콘도 → 마운틴 허브

슬로프명 난이도 연장(m)

제우스

초급 2,328

초급 2,198

초급 1,835

초보 1,023 

빅토리아

상급 1,439

상급 1,382

최상급 1,311

헤라

중급 1,508

중상급 1,301

상급 1,278

아폴로

상급 1,506

상급 863

상급 754

상급 1,569

최상급 1,239

상급 1,543

아테나

초급 1,183

중급 1,666

초급 1,862

초보 1,162

Z1

AP1

Z2

AP2

Z3

AP3

Z3-1

AP4

V1

AP5

V2

AP6

V3

AT1

H1

AT2

H2

AT3

H3

AT3-1

HIGH1 RESORT

하이원 리조트 단지안내도

GUIDE
MAP

슬로프 야경

슬로프 및 제원

곤돌라 안내

리프트 안내 (하행불가)



하이원 블로그 검색

하이원 리조트를 더 쉽게 만나는 방법

http://blog.naver.com/high1blog

인터넷 검색창에 ‘하이원 블로그’를 입력하세요. 

하이원 리조트의 생생한 정보와 풍성한 이벤트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승용차로 오실 때

서울출발 *가장 빠른 길 (약 2시간 30분 소요)

서울 → 하남/신갈 → 여주 → 감곡IC → 제천 → 영월 → 사북/고한 → 하이원 리조트

부산/대구 출발

부산/대구 → 밀양IC → 동대구JC → 금호JC안동방면 영주분기점IC → 남제천IC → 영월 (38국도) 

→ 사북/고한 → 하이원 리조트

대전/광주 출발

대전/광주 → 증평 IC → 음성 →  충주 → 제천 → 영월 → 사북/고한 → 하이원 리조트

내비게이션 주소

강원랜드 카지노 & 강원랜드 호텔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 호텔 & 하이원 C.C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99

밸리 콘도 & 스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500

마운틴 콘도 & 스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1

힐 콘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

버스 운행정보 (신고한 버스터미널 도착)

※ 신고한 버스터미널 033)591-2860

출발지 소요시간

동서울 약 2시간 40분 소요

부산 약 5시간 30분 소요

수원 약 3시간 소요

인천 약 3시간 30분 소요

대구 약 3시간 10분 소요

광주 약 5시간 40분 소요

열차 운행정보

고한행 (청량리 → 고한)

청량리 → 사북 → 고한 (무궁화)

청량리행 (고한 → 청량리)

고한 → 사북 → 청량리 (무궁화)

※ 약 3시간 40분 소요

※ 철도고객센터 1544-7788, 1588-7788

오시는 길

강원랜드 호텔 / 카지노 마운틴 / 힐 / 밸리 콘도 하이원호텔

하이원 리조트
단지안내도 하늘길 정보를

내 손안에!

만항재
9.1km

낙엽송길

고산식물원

바람꽃길

얼레지꽃길

단풍길

양지꽃길

마천봉

마운틴탑

밸리탑 탐방로

산죽길
산철쭉길

멧토끼 2코스

처녀치마길

하이원 호텔 & C.C

밸리탑

꽃
사
슴
 1
코
스

다람쥐 3코스

고라니 2코스

고라니 1코스

하
늘

마
중

길

무
릉

도
원

길

데이지길

꽃사슴 2코스

멧
토
끼
 1
코
스

다람쥐 1코스

도롱이연못

아롱이연못

꽃꺾이재

함백역 24km

새비재(타임캡슐공원) 17.8km

화절령길

마운틴허브

자연정화시설

바람 주차장

운암정

밸리 콘도 힐 콘도

마운틴 콘도
F,G,T동

마운틴 콘도
A,B,C,D,E동

강원랜드
컨벤션호텔

강원랜드호텔
&카지노단체의 숲하늘말나리길

하이원호텔&C.C 입구

무릉댐

밸리허브

마운틴 콘도

버스주차장

정암사
갈래초등학교

고한역

고한입구

전망대

다람쥐 2코스

마운틴곤돌라

구름 주차장광장 주차장

언덕 주차장

사북역

영월·서울방면태백방면

고한사북 버스터미널

사북입구

하늘 주차장

5.2 km

1.1km

1.4km1.6km

0.3km0.6km

2k
m

0.6km
3.

7k
m

3.
6k

m

2.
4k

m

1km

0.8km

1.1km

1.9km

0.6km

다람쥐 코스 (1시간)

멧토끼 코스 (2시간)

꽃사슴 코스 (3시간)

고나리 코스 (4시간)

신규 하늘길

곤돌라

쉼터

주차장

헬기장

주차장명 승용차

Valet (강원랜드 호텔 / 유료) 423대

바람 주차장 95대

광장 주차장 1,410대

구름 주차장 511대

언덕 주차장 1,400대

주차장명 승용차

마운틴 콘도 주차장 1,012대

힐 콘도 620대

밸리 콘도 914대

하늘 주차장 1,626대

주차장명 승용차

하이원 호텔 주차장 388대

주차해피콜

호텔/카지노 지역  033)590-6247

콘도지역 033)590-5085

주차안내

Administrator
사각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