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용으로 더 빠르고 가까워진 엘리시안 강촌을 만나세요!
서울↔춘천 전용고속도로를 통해 자가용으로도 더 빠르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습니다. 

HEALING 
FLYING!
겨울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 엘리시안 강촌!  

멜로디데이와 함께 엘리시안이 
화끈하게 돌아왔습니다.

올 겨울 엘리시안에서 진정한 겨울SKI를 만끽하세요!

이용시간 
주간개장 09:00~17:30, 야간개장 19:00~24:00(정설작업 17:30~19:00)
심야권 22:00~04:00, 백야권 24:00~04:00
※ 금, 토, 공휴전일 심야·백야 5시까지 운영 

크리스마스 EVENT
일시 : 12.24(목)~25(금) 상시
장소 : 스키장 에이프런
내용 : ‘산타를 찾아’ 게임을 통해 선물 증정

2016 New & I(송년 EVENT) 
일시 : 12.31(목) 22:40~24:20
장소 : 야외무대 
내용 : 락밴드 공연, 횃불스키, 불꽃쇼, 해넘이카운트다운, 김한석(MC)

2016년 丙申年 새해 이벤트
일시 : 1.1(금) 상시
장소 : 콘도로비, 야외무대

Present Open 콘서트 1
일시 : 1.9(토) 21:00~22:20
장소 : 야외무대 
내용 : 멜로디데이, 힙합 공연, 이동엽(MC)

Present Open 콘서트 2
일시 : 1.16(토) 21:00~22:20
장소 : 야외무대 
내용 : 이정, 영지, 놀자 공연 이동엽(MC)

유리상자 콘서트
일시 : 1.30(토) 20:00~21:00
장소 : 크리스탈볼룸
내용 : 유리상자, 캔 공연

※ 상기 공연 일정 및 출연진은 리조트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특화 스키강습 프로그램 운영

STEP1

서울에서 45분! ITX 청춘열차 타고 
더 빠르고 편리하게 스키를 즐기세요!

STEP3

2015년 12월 11일~ 2016년 3월 1일 매일 용산역을 출발하는 
ITX-청춘 열차가 엘리시안 강촌역(백양리역)에 82일간 임시 정차합니다.

코레일 : www.letskorail.com  1544-7788
코레일 여행센터 : 용산역 02-3780-5555, 서울역 02-3149-3333, 청량리역 02-913-1788,  영등포역 02-2678-7723, 수원역 031-250-6229

※ ITX-청춘열차로 엘리시안 강촌스키장을 이용하시면 스키장 요금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유여행패스 내일로” 티켓/정기권 구매고객)
    자세한 사항은 www.elysian.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횟수

하행(용산 → 춘천)

용산 청량리
엘리시안 

강촌
(백양리)

춘천

평일

1 09:00 09:16 10:01 10:14
2 11:00 11:16 12:01 12:14
3 20:00 20:16 21:09 21:22
4 21:15 21:30 22:15 22:28

토요일

1 07:00 07:16 08:04 08:17
2 9:30 9:45 10:33 10:46
3 11:00 11:17 12:03 12:16
4 13:00 13:16 14:04 14:17
5 15:00 15:15 16:03 16:16
6 17:30 17:45 18:33 18:46
7 19:30 19:45 20:33 20:46
8 21:30 21:45 22:31 22:44

일요일
공휴일

1 07:00 07:16 08:04 08:17
2 09:30 09:45 10:33 10:46
3 11:00 11:17 12:03 12:16
4 14:00 14:15 15:03 15:16
5 16:30 16:45 17:31 17:44
6 18:30 18:45 19:31 19:44
7 20:30 20:45 21:31 21:44

 구분 횟수

상행(춘천 → 용산)

춘천
엘리시안 

강촌
(백양리)

청량리 용산

평일

1 6:08 6:21 7:12 7:30
2 16:10 16:23 17:07 17:24
3 18:10 18:23 19:07 19:24
4 22:10 22:23 23:07 23:23

토요일

1 6:10 6:26 7:10 7:26
2 8:26 8:39 9:26 9:43
3 10:28 10:41 11:26 11:43
4 12:26 12:39 13:26 13:43
5 15:00 15:13 16:00 16:17
6 17:26 17:39 18:26 18:43
7 19:26 19:39 20:26 20:44
8 21:30 21:43 22:28 22:46

일요일
공휴일

1 6:10 6:26 7:10 7:26
2 9:26 9:39 10:24 10:41
3 12:26 12:39 13:26 13:43
4 15:00 15:13 16:00 16:17
5 17:26 17:39 18:26 18:43
6 19:26 19:39 20:26 20:44
7 21:30 21:43 22:28 22:46

※ 엘리시안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오시면 다양한 선물이 쏟아집니다.

엘리시안의 또 다른~ 즐길거리 & 편의시설

• 고객센터 : 09:00~23:00  콘도옆 우드데크 주변  2005, 2007
  Interpretaion service & tour guide
• 콘도 프론트 : 24시간  콘도 1층  2660번
• 예약실 : 09:00~18:00  2330번
• 단체행사문의 : 09:00~18:00  02-728-3860
• 매표소 : 스키장 운영중 상시  스키하우스·챌린지하우스 1F  2568~9번
• 의무실 : 슬로프 운영중 상시  스키하우스 1F  2881번
• 셔틀버스 종합안내소 : 셔틀버스 운영중 상시  스키하우스 2F 광장  2345번
• 휘트니스센터 : 06:00~21:00(성수기 04:00~22:00까지)  콘도 1F  2665번
• 골프연습장 : 07:00~22:30  콘도 맞은편 우측  2992번

• 스크린골프 : 07:00~22:30  콘도 맞은편 우측  2992번
• 사우나 : 06:00~21:00(성수기 04:00~22:00까지)  콘도 1F  2665번
• GS25(편의점) : 24시간 상시  콘도 1F  2790~1번
• 멀티샵 : 09:00~21:00  스키하우스 1F  2795번
• 스포츠샵 : 09:00~02:00  스키하우스 1F  2795번
• 게임앤조이 : 09:00~22:00(성수기 24:00까지)  콘도 1F
• 앙상블(노래방) : 17:00~02:00  콘도 1F  2789번
• 휴앤진(맛사지) : 10:00~22:00  콘도 1F  2667번
• 스크린사격장/다트게임존: 09:00~22:00  콘도1F  2668번

특급 쉐프들이 마련한 다양하고 세련된 맛의 세계를 경험해 보세요.
가족여행, 친구와 함께 연인끼리 엘리시안과 함께하면 특별해 집니다.

Food& Beverage

콘도 2층 우양정 07:00~22:00   2760
엘키친 07:00~22:00   2764

스키하우스 1층 롯데리아 09:00~24:00   2796

스키하우스 2층 보샬레 09:00~05:00   2769

챌린지하우스 1층 스노우가든 09:00~05:00   2772 

정상휴게소 1층 알프하우스 09:00~05:00   2766 

정상휴게소 2층 스카이존 11:00~19:00   2767

콘도 1층 VIP music & alcohol 17:00~02:00   2656
탐앤탐스 07:00~24:00   2763
오데움 19:00~02:00   2792  

샐러드 뷔페 우양정(조식), 보샬레(중식, 석식)

※ 문의 및 안내 : 033-260 (+ 구내번호) /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엘리시안 강촌에 가장 쉽게 오는 방법! 다양한 시간대로 편하게 떠나보세요!
무료셔틀버스는 이용일 기준 2주 전부터 홈페이지 내 해당 웹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시간은 이용 전일 18시까지입니다.  

※ 운행안내 033.260.2345

새벽선

개장일~12.17 / 2.15~폐장일 / 리조트출발 18:00
• 강남선 6:55 신림역 ⇀ 7:10 사당역 ⇀ 7:25 강남역 ⇀ 7:50 잠실역 ⇀ 8:00 천호역

• 강북선 6:55 합정역 ⇀ 7:00 홍대입구역 ⇀ 7:05 신촌역 ⇀ 7:20 서울역 ⇀ 7:30 종로3가역 
⇀ 7:35 동대문역 ⇀ 7:45 청량리역 ⇀ 7:52 상봉역 ⇀ 8:05 구리

12.18 ~2.14 / 리조트출발 18:00
• 신촌선 7:00 합정역 ⇀ 7:05 홍대입구역 ⇀ 7:10 신촌역 ⇀ 7:20 공덕역 ⇀ 7:30 이촌역  ⇀ 7:50 건대입구역

• 서울역선 7:20 서울역 ⇀ 7:30 광화문역 ⇀ 7:35 종로3가역 ⇀ 7:40 동대문역 ⇀ 7:50 청량리역 
⇀ 8:00 상봉역 ⇀ 8:15 구리

• 잠실선 6:55 미금역 ⇀ 7:00 정자역 ⇀ 7:10 판교역 ⇀ 7:20 야탑역 ⇀ 7:25 모란역 ⇀ 7:40 가락시장역 
⇀ 7:50 잠실역 ⇀ 8:00 천호역

• 신림선 7:00 신림역 ⇀ 7:07 서울대입구역 ⇀ 7:15 사당역 ⇀ 7:35 양재역 ⇀ 7:45 대치역 
⇀ 7:55 파르나스호텔 ⇀ 8:00 코엑스

• 의정부선 7:00 의정부역 ⇀ 7:05 회룡역 ⇀ 7:30 노원역 ⇀ 7:35 중계역 ⇀ 7:40 하계역 
⇀ 7:47 태능입구역

• 목동선 7:00 목동9단지 ⇀ 7:05 목동역 ⇀ 7:10 목동3-4단지 ⇀ 7:15 파리공원 ⇀ 7:25 영등포구청역 
⇀ 7:30 당산역

• 화곡선 7:00 화곡역 ⇀ 7:05 발산역 ⇀ 7:10 가양역 ⇀ 7:20 상암 ⇀ 7:28 응암역 ⇀ 7:35 연신내역 
⇀ 7:40 구파발역

• 안양·광명선 6:50 평촌역사거리 ⇀ 6:55 범계역사거리역 ⇀ 7:25 철산역 ⇀ 7:38 신도림역 ⇀ 7:43 영등포역 
⇀ 7:48 여의도역

• 이수선 7:00 이수역 ⇀ 7:10 신반포역 ⇀ 7:15 반포역 ⇀ 7:25 강남역 ⇀ 7:30 선릉역 
⇀ 7:40 종합운동장역 ⇀ 7:45 신천역

평일 12.18 ~2.14 / 리조트출발 18:00
• 부천·일산선 7:00 부평역 ⇀ 7:15 상동역 ⇀ 7:40 마두역 ⇀ 7:45 백석역 ⇀ 8:00 일산자이

주말 12.18 ~2.14 / 리조트출발 18:00
• 일산선 6:50 금릉역 ⇀ 6:55 운정1동 ⇀ 7:00 운정3동 ⇀ 7:10 탄현역 ⇀ 7:15 대화역 ⇀ 7:20 주엽역 

⇀ 7:25 마두역 ⇀ 7:35 백석역 ⇀ 7:50 일산자이

• 부천/김포선 6:35 청라지구 ⇀ 6:50 부평시장역 ⇀ 6:55 부평역 ⇀ 7:10 상동역 ⇀ 7:15 신중동역 
⇀ 7:40 김포고천농협

오전선

12.18 ~2.14 / 리조트출발 13:30(잠실⇀신촌)
• 강남선 10:00 신림역 ⇀ 10:20 사당역 ⇀ 10:35 강남역 ⇀ 10:55 잠실역 ⇀ 11:05 천호역

1.1~1.31 / 리조트출발 상행 없음
• 반포·대치선 10:00 신반포역 ⇀ 10:05 반포역 ⇀ 10:25 한티역 ⇀ 10:30 대치역 ⇀ 10:40 신천역

12.18 ~2.14 / 리조트출발 24:10(잠실⇀신촌)
• 강북선 10:00 합정역 ⇀ 10:05 홍대입구역 ⇀ 10:10 신촌역 ⇀ 10:25 서울역 ⇀ 10:35 종로3가역 

⇀ 10:40 동대문역 ⇀ 10:50 청량리역 ⇀ 11:00 상봉역 ⇀ 11:15 구리

1.1~1.31 / 리조트출발 상행 없음
• 길음·노원선 10:00 길음역 ⇀ 10:05 길음뉴타운 ⇀ 10:10 미아뉴타운 ⇀ 10:20 수유역 ⇀ 10:35 노원역 

⇀ 10:40 중계역 ⇀ 10:45 하계역 ⇀ 10:47 태능입구역

야간선

시즌초 12월11,12 시즌말 2월19,20,26,27 / 리조트출발 05:10
• 강남선 19:00 신림역 ⇀ 19:20 사당역 ⇀ 19:45 강남역 ⇀ 20:15 잠실역 ⇀ 20:30 천호역

• 강북선 19:10 합정역 ⇀ 19:15 홍대입구역 ⇀ 19:20 신촌역 ⇀ 19:35 서울역 ⇀ 19:50 종로3가역 
⇀ 20:00 동대문역 ⇀ 20:10 청량리역 ⇀ 20:20 상봉역 ⇀ 20:35 구리

12.18 ~2.13(14) / 리조트출발 평일 4:10 주말 5:10(천호⇀잠실⇀강남⇀사당⇀신림역)
• 신림선 19:00 신림역 ⇀ 19:20 사당역 ⇀ 19:45 강남역 ⇀ 19:50 선릉역 ⇀ 19:55 삼성역 

⇀ 20:05 신천역

• 잠실선 19:00 판교역 ⇀ 19:15 모란역 ⇀ 19:30 가락시장역 ⇀ 19:40 잠실역 ⇀ 19:50 천호역

12.18 ~2.13(14) / 리조트출발 평일 4:10  주말 5:10 
(구리⇀상봉⇀청량리⇀동대문⇀종로3가⇀서울역⇀신촌역⇀홍대입구⇀합정역)
• 신촌선 19:00 합정역 ⇀ 19:05 홍대입구역 ⇀ 19:10 신촌역 ⇀ 19:20 공덕역 ⇀ 19:35 이촌역

 ⇀ 20:05 건대입구역

• 서울역선 19:00 서울역 ⇀ 19:10 광화문역 ⇀ 19:15 종로3가역 ⇀ 19:20 동대문역 ⇀ 19:30 청량리역 
⇀ 19:40 상봉역 ⇀  20:00 구리

주말 12.18 ~2.13 / 리조트출발 05:10 (백석⇀마두⇀상동⇀부평역)
• 부천·일산선 19:00 부평역 ⇀ 19:15 상동역 ⇀ 19:40 마두역 ⇀ 19:45 백석역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  예약 및 문의 033.260.2000   www.elysian.co.kr      facebook.com/elysianresort

Shuttle BUS

빠른 길(서울↔춘천 고속도로)
강일IC ⇀ ⇀덕소IC ⇀ ⇀⇀화도IC⇀ ⇀ ⇀서종IC⇀ ⇀ ⇀설악IC⇀ ⇀ ⇀
강촌IC⇀ ⇀ ⇀일반도로(강촌방향)⇀ ⇀ ⇀소주고개터널⇀ ⇀ ⇀일반도
로(강촌방향)⇀ ⇀ ⇀강촌GS25앞 우회전⇀ ⇀ ⇀엘리시안 강촌

경제적인 길
외곽순환도로 ⇀ ⇀⇀퇴계원IC ⇀ ⇀⇀자동차전용도로(춘천,가평
방향)⇀ ⇀ ⇀청평 ⇀ ⇀⇀가평⇀ ⇀ ⇀엘리시안 강촌(경강대교에서 
3km직진 후 우측 서천리 방향으로 우회전)

낭만의 길
팔당대교 ⇀ ⇀⇀조안IC⇀ ⇀ ⇀양수대교 삼거리직진⇀ ⇀ ⇀세터삼거리 
⇀ ⇀⇀대성리⇀ ⇀ ⇀청평⇀ ⇀ ⇀가평 ⇀ ⇀⇀엘리시안 강촌(경강대교에서 
3km직진 후 우측 서천리 방향으로 우회전)

「빨간모자」도우미 서비스  

티켓구매부터 스키장 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주는 도우미 서비스! 
스키장 이용방법부터 길 안내 및 스키를 즐기시고 돌아가실 교통편 안내까지 
궁금한 사항을 빨간 모자 도우미가 언제든 해결해 드립니다.

신메뉴 : 김치주먹밥, 꼬치어묵, 닭강정, 떡볶이, 부대라면, 순대, 스팸마요, 우동

문의 및 안내 033.260.2870
※ 자세한 강습 일정 및 프로그램 안내는 전화로 상담해주세요 

엘리시안키즈 스키 아카데미 / “강낙연” 유소년 스키캠프 
/ “손민구” 인터스키 스쿨 / “박범천” 레이싱스쿨

STEP2  

엘리시안과 함께하는 

WINTER EVENT

STEP4

15/16 TRAIL MAP

모바일 앱 출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구분 슬로프명 표고차 길이(m) 평균경사도(%/°) 리프트

초급
팬더 21 255 7.9 / 4.5 A1
래빗 34 342 10.0 / 5.7 A

중급

드래곤 131 608 22.0 / 12.4 B,C
제브라 94 342 27.8 / 15.5 B,C
호스 78 493 16.1 / 9.1 B,C,D

페가수스 94 343 28.4 / 15.8 B,C,D
디어 172 768 22.1 / 12.4 B,C,D
퓨마 94 570 15.9 / 9.0 B,C,D

최상급
래퍼드 111 463 52 / 27 C,D,E
재규어 116 468 54 / 28 C,D,E

SLOPE 

취향대로~ SMART 하게 즐기자!

SMART 렌탈 요금

구분
스키 스노우보드 의류

대인 소인 프리미엄 대인 소인 대인 소인

4시간권 26,000 18,000 40,000 29,000 20,000 18,000 18,000
6시간권 29,000 20,000 48,000 32,000 22,000 21,000 21,000
8시간권 32,000 22,000 56,000 35,000 24,000 24,000 24,000
야간권 28,000 20,000 48,000 31,000 22,000 20,000 20,000
심야권 28,000 20,000 48,000 31,000 22,000 20,000 20,000
백야권 25,000 18,000 40,000 28,000 20,000 17,000 17,000

안전한 스키장 이용을 위하여
① 음주상태에는 스키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② 스키어나 보더들은 슬로프 가운데 주저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가장자리나 쉼터를 이용하여 주십시오
③ 스키를 타는 도중에 언제라도 자신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물체를 피해 정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④ 앞에 가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앞사람을 피해서 주행하십시오.
⑤ 뒤에 오는 사람들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특히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으면 안됩니다.
⑥ 활강을 시작하거나 다른 활강 행렬에 합류하려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나 행렬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⑦ 스키를 즐기실 때에는 항상 안전 장구를 착용하십시오.
⑧ 표지판이나 기타 안내문을 확인하고 따르십시오.
⑨ 정해진 슬로프 이외의 구역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⑩ 리프트 탑승전에 탑승 인원, 승 하차 방법에 대해 숙지하십시오.
⑪ 티켓은 지정일에 본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⑫ 티켓의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행은 불가합니다.
⑬ 티켓의 양도, 양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시 무효 처리됩니다.
⑭ 안전수칙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⑮ 위변조·불법양도·불법판매 적발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야간권(19시~24시), 심야권(22시~04시), 백야권(24시~04시)
• 금,토,공휴전일 심야·백야권은 05시 까지 운영
• Smart 요금은 4시간, 6시간, 8시간권으로 운영되며 구매 시점부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고객님들의 편의(구입 후 리프트 탑승 준비)를 위하여 20분의 추가 시간이 부여됩니다.
 예)정각 10시에 4시간권 구입 시 14시 20분까지 이용 가능

• 이용 시간이 정설 시간(17시 30분~19시)과 겹치면 이용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16시에 4시간권 구입 시 21시 50분까지 이용 가능

• 장비 렌탈(스키, 스노우보드) 및 의류 대여도 Smart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 기존에 운영하던 주간권, 오전권, 오후권 등은 폐지 되었으며, 4, 6, 8시간권 이외에는 야간권, 심야권, 백야권이   
 운영되오니 고객님들의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구입하시면 됩니다.

스키장 이용 시설
• 스키하우스 렌탈 :  스키장 운영중 상시   스키하우스 1층  2872
• 챌린지하우스 렌탈 :  스키장 운영중 상시   챌린지하우스 1층 2873
• 의류 대여실 :  스키장 운영중 상시   스키하우스 1층, 챌린지하우스 1  2872~3
• 장비 수리실 :  09:00~23:00   스키하우스 1층  2874
• 장비 보관소(시즌) :  스키장 운영중 상시   스키하우스 1층  2875
• 장비 보관소(투숙고객 전용) : 08:30~24:00   콘도 1층 외부  2670
• 눈썰매장 : 09:00~13:00(오전), 13:00~17:30(오후), 18:30~22:00(야간)
 대인 13,000원 / 소인 10,000원   콘도 앞 스키장  2858
• 패트롤실 :  스키장 운영중 상시   스키하우스 1층  2881
• 스키&보드학교 :   스키하우스 1층  2870,  챌린지하우스 1층  2871
 접수시간 : 09:00~10:00(오전), 13:00~14:00(오후), 18:00~19:00(야간) 
※ 문의 및 안내 : 033-260(+구내번호) / 스키장 운영에 따라 운영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T R A I L  M A P

SMART 요금제는 국내 최초로 고객님이 원하는 시간대에 구입하신 티켓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SMATR 리프트 요금
종류 대인 소인

4시간권 54,000 37,000
6시간권 64,000 44,000
8시간권 74,000 51,000
야간권 60,000 42,000
심야권 50,000 35,000
백야권 40,000 28,000
1회권 14,000 9,000

리프트,  렌탈 30~50%
강습 20~30%     눈썰매, 사우나 30%
※본인 포함 4인까지 적용  

※카드사별 할인 혜택 문의는 매표창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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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자초급자 상급자

썬키드 무빙워크

리프트
Lift

의무실 
Medical room

방송실 
Broadcasting booth

식당 
Restaurant

현금지급기 
Cash machine

공중전화 
Phone booth

렌탈 
Rental

장비보관소 
Box office

락카룸 
Locker room

매표소 
Ticket office

화장실 
Restroom

셔틀버스 
Shuttle bus

제2주차장 
Parking lot

단체강습장
Group education place

스키학교
SKI school

패트롤
Patrol

A

A1

B

C

D

E

스키하우스

챌린지하우스

콘도미니엄

알프하우스 (정상휴게소)

둘  가장 저렴하게 즐기는 특별 할인·우대 혜택 
구분 우대 내역 적용 기준

생일자 할인 리프트, 렌탈 50% 할인 본인 포함 2인
“원숭이”띠 할인(16년 1월 1일~폐장일) 리프트, 렌탈 50% 할인 본인 포함 2인
학생 할인(중,고,대학(원)생) 리프트, 렌탈 50% 할인 본인

공무원·교직원 할인 리프트 40%, 렌탈 50% 할인 본인 포함 4인
발렌타인데이 커플할인 리프트, 렌탈 50% 할인 2인

지역주민의날(춘천,가평,화천,남양주 / 매주수 야간) 리프트 2만원, 렌탈 1만원 본인

※ 매표소에서 발권 시 증명서(주민증/학생증 등)제시 후 우대적용, 제휴카드로 결제 시에 한해 우대 적용

하나  알뜰 패키지 상품
권종 구분 정상가 우대요금

야간 패키지
(19:00~24:00)

대인 88,000 42,000
소인 62,000 30,000
우대 88,000 40,000

심야 패키지
(22:00~04:00)

대인 78,000 37,500
소인 55,000 26,500
우대 78,000 35,000

백야 패키지
(24:00~04:00)

대인 65,000 31,000
소인 46,000 22,000
우대 65,000 29,000

※ 상품 구성 : 리프트 + 장비렌탈
 제휴카드로 결제 시에 한해 우대 적용

엘리시안이 준비한 알짜배기 혜택!

Slope renewal  
중급자 슬로프 리뉴얼로 더 안전하게 더 짜릿하게 스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드레곤 슬로프
헤어핀구간 추가

(4커브⇀5커브) 호스 슬로프
경사도 상향 조정

디어 슬로프
상단부 경사도 완화

눈썰매장

셋  제휴 신용카드 우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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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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