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지를 감싸고 흐르는 오케아노스의 서쪽 끝에는 엘리시온이라 불리는 축복받은 땅이 있었다. 

추위도 폭풍우도 없이 봄날만 계속되는, 일 년 내내 제피로스(서풍)만 산들산들 부는 장미꽃 만발한 낙원이다. 

이곳은 신들로부터 특별히 총애를 받은 인간들이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않고 가는  천국 같은 곳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한 땅을 ‘행복의 들판’이나 ‘축복 받은 사람들의 섬’이라고 불렀다.  

-그리스 로마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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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시안은 콘도미니엄/골프 /스키가 결합된 사계절 종합 리조트입니다.

편안하고 품격 있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최상의 라운딩을 경험할 수 있는 컨트리클럽, 겨울 풍경을 만끽하며 짜릿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스키장, 

그리고 생애의 특별한 순간을 만들 수 있는 웨딩홀과 품격 있고 성공적인 연회·연수까지, 

엘리시안은 휴양과 레저,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모두를 위한 사계절 휴양지입니다. 

엘리시안 제주

한라산과 바다, 오름, 바람, 돌, 억새… 

그리고 그 속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노루와 마주할 수 있는 곳.

세계문화유산 제주 애월 500고지에 위치한 환상숲 곶자왈,

한라산과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품격 높은 골프 코스,

천혜의 자연환경 그대로를 살려 신비롭고 환상적인 라운딩을 자랑하는 

명문 컨트리클럽입니다.

제주의 ‘오름’을 벗 삼은 천혜 자연의 휴양지가 바로 이곳 엘리시안 제주입니다. 

특히나 제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주의 오름이 주는 신비로운 매력은 

평생 잊히지 않을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엘리시안 강촌

서울에서 1시간 거리, 강원도 춘천의 맑고 깨끗한 공기와 북한강의 절경,

신선하고 향기 가득한 수제 로컬푸드로 호텔급 연회까지 가능한

엘리시안 강촌은 품격 높은 행사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엘리시안 강촌의 모든 것이 최고의 휴양지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엘리시안 강촌의 모든 것이 사랑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라면 엘리시안 강촌의 모든 것이 우정의 추억이 되고, 

동료와 함께라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약속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인생에서 잊지 못할 가장 빛나고 소중한 기억을 선사해 드립니다.

엘리시안은 보다 많은 분들께 편안한 휴식과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GS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품격 리조트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자연, 

진정한 힐링을 선사하는 지상낙원, 엘리시안”

엘리시안 강촌

06	 조감도

08	 연회·연수	

12		 웨딩

13	 엘스위트	강촌	콘도미니엄	

16	 골프

17	 스키

18	 식음시설

20	 레저와	여행

21	 등산로와	산책로

엘리시안 제주

25	 연회·  연수

26	 엘스위트	제주	콘도미니엄

27	 식음시설

28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

30	 부대시설

31	 레저와	여형

32	 오시는길

Contents 엘리시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엘리시움(Elysium)을 뜻하는 단어로 영웅들의 낙원, 즉 이상향과 최상의 행복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GS 건설의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엘스위트 콘도 미니엄 스키장 컨트리클럽 컨트리클럽 벤슬리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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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개 피어오르는 신비의 북한강변, 아기자기하게 펼쳐지는 그림 같은 산들 

엘리시안 강촌은 품격 높은 행사를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엘리시안 강촌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다채로운 모습과 활력이 넘치는 4계절 종합휴양지 

아련하게 떠오르는 젊은 날의 추억과 잔잔한 감동이 살아있는 꿈의 강촌,

엘리시안 강촌에서 귀사의 성공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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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시안 강촌 조감도

엘리시안 강촌

※ 이해를 돕기 위해 일러스트로 제작된 조감도 이미지컷입니다.

엘리시안 강촌이 특별한 이유!

하나.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 편리한 접근성으로 더 가깝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둘. 청춘열차 타고 떠나는 즐거움, 전철로 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리조트입니다.

셋. 콘도, 골프, 스키, 웨딩, 연회/연수까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넷. 다양한 부대시설과 맞춤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을 실현합니다.

클럽하우스

알프하우스

골프연습장

엘스위트 콘도미니엄

수변공원

야외수영장

스키하우스

야외 무대

강촌 검봉 국민의 숲(등산로)

챌린지 하우스

꽃가람 정원(산책로)

컨트리클럽

천연잔디운동장

백양리역
(엘리시안 강촌)

엘 스위트 콘도미니엄
객실 222실, 연회장, 세미나실, 비즈니스 센터, 강의실

레스토랑  「우양정」, 카페테리아, 수영장, 사우나 등

스키장  슬로프 10면, 리프트 6기

스키하우스 
•1층 - 렌탈샵, 스키학교 , 의무실

•2층 - 연회장, 세미나실, 보샬레

•3층 - 중소형 세미나실, 웨딩상담실

골프  회원제 27홀, 나인플러스 골프클럽(퍼블릭 10홀), 골프연습장

야외 교육 공간 

•국민의 숲 - A코스 : 검봉산 왕복 4km(2시간)

 B코스 : 구곡폭포 편도 5.1km(3시간)

 C코스 : 문배마을 왕복 9.1km(4시간)

•천연잔디광장 - 콘도 앞 잔디광장 : 3,000명 이상 규모

•잔디운동장, 등산로, 테마공원, 산책로 등

편안한 휴식과 신나고 즐거운 레저 체험, 창조적이고 다양한 예술 문화의 향유로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는 지상낙원 Elysian!

GOLF cONdOmiNium SKi WEddiNG & cONFErENcE



 ELYSIAN	강촌  8 | 9

적재적소의 공간 배치와 전문화된 연회 지원

KS 서비스 인증 및 청소년 수련 기관 인증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신 장비와 시설
최신 시설과 차별화된 장비로 Upgrade. 

최신 강의 기자재와 첨단 멀티미디어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를 위한 최적의 장비와 시설을 제공해 드립니다.

1 : 1  맞춤 서비스
귀사만을 위한 전담담당자가 지정되어 행사의 Concept과 고객의 Needs에 맞는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전문 마케터 상담
대규모 행사에서 소규모 행사까지 분야별 전문 마케터가 배치되어 

최적의 공간과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엘리시안 연회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가?

다양한 연수 ·연회, 컨퍼런스 등을 이제 엘리시안에서 만나 보십시오.

참가자와 주최자 모두가 만족하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Activity / OutdOOr PrOGrAm
잔디운동장, 족구장 (체육대회, 운동회 등)

잔디광장 (명랑운동회 등)

검봉 국민의 숲 (등산로) 

골프행사 PrOGrAm 
VIP초청 골프행사

골프대회 (KLPGA, 친선골프대회 등)  

워크숍, 컨퍼런스, 세미나 PrOGrAm 
최고경영자 과정

학술대회

프로모션 Event (신제품 발표회 등)

기타단체 PrOGrAm
스포츠행사 

(대학스키수업, 스파르탄 레이스, 모터쇼 등)

종교 및 학생단체 (청소년 수련인증 획득)

신년 / 송년 행사 

단체 야외 문화행사 / BBQ 만찬
야외무대(문화공연, 직원단합대회, 레크레이션 등)

비어가든, 단체 야외 BBQ

연회 및 만찬 PrOGrAm
가든 BBQ Party

Pool Side BBQ Party

별빛그릴 BBQ / 비어가든

실내 만찬 (보샬레, 실내연회장) 

다양한 연수/연회 프로그램

GS 건설이 운영하는 

종합리조트로 

믿을 수 있습니다.

빠르고 다양한 교통

로와 근접성을 갖추고 

있어 편리합니다.

맑고 푸른 대자연 

속에서 쾌적한 연수

가 가능합니다.

  최첨단 시설의 

인프라, 전문가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습니다.

웨딩과 연회직원 단합대회

최고경영자 과정

친선 골프대회

청소년 캠프 스키 캠프 모터쇼 프로모션 스파르탄 레이스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

직원연수 학술대회·세미나 워크샵

엘리시안 연회·연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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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규모와 진행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규모 행사에서부터 중·소 규모의 세미나까지 적재적소의 공간 배치와 

전문화된 연회 지원으로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미나·연회장 Conference Room 

최첨단 시설과 분야별 전문가가 배치되어 성공적인 연수·연회 서비스를 위한 최고의 환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大·中) 세미나룸 위치 면적(㎡)
수용인원

스쿨식 극장식 연회식

대회의실
그랜드볼룸 콘도 2F 414 (125PY) 300 600 280

크리스탈볼룸 스키하우스 2F 266 (80PY)  220 400 200

중회의실

파인 콘도 2F 127.5 (38PY) 85 130 70 

메이플 콘도 2F 135 (40PY) 85 130 70 

오크 콘도 2F 108 (32PY) 65 100 60 

포플러 콘도 B1 174 (53PY) 100 160 80 

라일락 콘도 B1 108 (32PY) 65 100 60 

라임 콘도 B1 138.7 (42PY) 65 100 60 

아쿠아 스키하우스 2F 224 (68PY) 150 220 120

코랄1,2(분리시) 스키하우스 3F 105 (32PY) 70 100 60 

코랄1,2(OPEN) 스키하우스 3F 224 (68PY) 150 220 120 

(小) 세미나룸 위치 면적(㎡) 스쿨식 극장식 ㄷ자

소회의실

라벤더 콘도 2F 69.7 (21PY) 30 30 18 

바이올렛 콘도 2F 54 (16PY) 20 20 15 

퍼플  스키하우스 3F 51(15PY) 20 20 15 

그린 스키하우스 3F 51(15PY) 20 20 15 

 

컨퍼런스 룸   참석 인원의 규모나 행사의 목적에 맞게 전담 담당자가 상의해드립니다.

보유장비  빔 프로젝트, 진행실 PC, 냉온수기, 냉장고, 티테이블

회의실 배치도 

극장식 
의자	여러개를	좌우	일렬로	배치

t 자형 
사각	테이블	3개와	의자	6개를	세트로	구성

스쿨식 
사각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를	세트로	구성

연회식
원형	테이블	1개와	의자	10개를	세트로	구성

ㄷ자형 
ㄷ자형	테이블	1개와	의자	9개를	세트로	구성

ㅁ자형 
ㅁ자형	테이블	1개와	의자	12개를	세트로	구성

Condominum B1

Convention Center 2FConvention Center 3F

Condominum 2F

엘키친

화장실

엘리베이터

메이플화장실

오크

바이올렛

그랜드볼룸

라벤더

파인

우양정

코랄

그린 퍼플

화장실

강사대기실

화장실

강사대기실
아쿠아

크리스탈
볼룸

화장실(남)

화장실(여)

엘리베이터

라일락

라임

포플러

Condominum B1

Convention Center 2FConvention Center 3F

Condominum 2F

엘키친

화장실

엘리베이터

메이플화장실

오크

바이올렛

그랜드볼룸

라벤더

파인

우양정

코랄

그린 퍼플

화장실

강사대기실

화장실

강사대기실
아쿠아

크리스탈
볼룸

화장실(남)

화장실(여)

엘리베이터

라일락

라임

포플러

Condominum B1

Convention Center 2FConvention Center 3F

Condominum 2F

엘키친

화장실

엘리베이터

메이플화장실

오크

바이올렛

그랜드볼룸

라벤더

파인

우양정

코랄

그린 퍼플

화장실

강사대기실

화장실

강사대기실
아쿠아

크리스탈
볼룸

화장실(남)

화장실(여)

엘리베이터

라일락

라임

포플러

스키하우스 2F

스키하우스 3F

Condominum B1

Convention Center 2FConvention Center 3F

Condominum 2F

엘키친

화장실

엘리베이터

메이플화장실

오크

바이올렛

그랜드볼룸

라벤더

파인

우양정

코랄

그린 퍼플

화장실

강사대기실

화장실

강사대기실
아쿠아

크리스탈
볼룸

화장실(남)

화장실(여)

엘리베이터

라일락

라임

포플러

대연회장

중연회장

소연회장

콘도 2F

콘도 B1

대연회장  「크리스탈볼룸」 중연회장  「아쿠아」 중연회장  「코랄」 소연회장  「그린」

대연회장  「그랜드볼룸」

중연회장  「파인」

중연회장  「포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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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하늘과 신선한 공기,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엘스위트 콘도미니엄. 휴식에도 格이 있습니다. 

북한강의 절경, 골프장과 수변공원의 아름다운 정취를 느끼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품격 객실에서 여유와 낭만을 누려보세요.

자연속 편안함과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는

엘스위트 콘도미니엄 Condominium
웨딩 Wedding

축복의 시간을 더 길게, 여유로운 예식 시간 

서울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의 엘리시안 강촌에서 시간에 쫓기는 예식 대신 

대자연속의 여유로운 예식으로 축복의 순간을 아름답게 오래 간직하세요.

신부를 위한 맞춤 웨딩 서비스

웨딩전문가가 일대일 맞춤 컨설팅으로 책임지는 웨딩준비부터 

피로연, 웨딩객실, 신혼여행까지 품격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로연의 품격을 높인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제휴한 요리

엘리시안 강촌 웨딩홀은 특급 호텔과의 제휴를 통해 웨딩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전문 셰프의 손끝에서 탄생한 최고급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01

02

03

격조 높은 실내 웨딩은 물론 동화 속 주인공 같은 가든 웨딩까지, 

편안한 신부대기실과 깨끗하고 넓은 피로연장은 주인공을 더욱 빛내고, 찾아주신 하객들까지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엘리시안 강촌 웨딩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상견례부터 Bridal shower, 돌잔치, 고희연까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소중한 기억을 선사해드립니다.

04

05

06

웨딩부터 파티까지 특별한 연회 서비스

엘리시안 강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피로연 연출이 가능합니다.

예식이 끝난 뒤에도 파티의 여운을 오래 간직할 수 있는특별한 연회를 만나보세요.

하객까지 즐거운 웨딩, 피크닉은 덤

하객들은 예식 후 리조트 내의 아기자기한 산책로와

푸른 잔디광장에서 즐거운 소풍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축복의 순간을 영원히, 언약의 정원

엘리시안 강촌에서 웨딩마치를 올리는 신랑신부의

사랑의 서약을 언약의 정원에서 영원히 간직해 드립니다.

신부대기실

크리스탈 볼룸 풀 사이드 야외웨딩 폐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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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밀리형 A타입(99.9㎡) 154실(3~13F)

자연을 머금은 채광창이 편안함을 선사하는 객실.

5인 1실 규모의 2Bed 구조로

한실, 양실을 기호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패밀리형 B타입(99.9㎡) 56실(3~13F)

자연경관이 한 눈에 들어오는 클래식한 객실

거실, 방을 넓게 설계한 1Bed 구조로 

한실, 양실을 기호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으며, 

넉넉한 공간에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패밀리형 A타입 침실 (99.9㎡)

패밀리형 A타입 거실(99.9㎡)

패밀리형 B타입 거실(99.9㎡)

스위트형 거실(224㎡)

디럭스형 거실(198㎡) 

스위트형 주방(224㎡)

▲ 디럭스형(198㎡) 8실(14~15F)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통창을 통해 가득히 들어오는 녹색의 정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며진 VIP를 위한 객실입니다.

•디럭스형의	경우	전	객실이	클린객실로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for 
VIP

◀ 스위트형(224㎡) 4실(14~15F)

강촌의 자연을 내려다보는 최고의 전망 객실.

오직 소수만을 위해 준비된 객실로 격조 높은 공간에서 

한차원 높은 휴식을 누리십시오.

자연 하나, 낭만 둘, 추억 셋… 

엘리시안 강촌의 하루는 온통 행복입니다.

자연 속 완벽한 휴식과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는 엘리시안 강촌을 

둘러싼 4천 그루의 소나무가 잔잔한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맑고 청정한 솔 향이 코 끝을 간질이고, 하늘이 비좁은 듯 밤 하늘을 

가득 수놓은 별빛 아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낭만을 노래해보세요.

엘스위트 콘도는

01 자연의 안락함과 최상의 서비스 

세련된 인테리어와 청결한 객실 관리로  

화재안전 우수건물, 춘천시 선정 우수 숙박업체로써 

믿을 수 있습니다.

03 최적의 힐링 장소

물안개 피어오르는 신비의 북한강변, 

아기자기하게 펼쳐지는 그림 같은 산과 예쁜 산책로.

엘리시안 강촌은 최적의 힐링 장소입니다.

엘스위트 콘도 객실타입

객실명 정원 객실구성 면적(㎡) 객실수 Floor

패밀리형 A타입 5인 방2개(침대/온돌 구분), 거실, 주방, 욕실 99.9 154실 
3~15F

패밀리형 B타입 5인 방1개(침대/온돌 구분), 거실, 주방, 욕실 99.9 56실 

디럭스형 6인 방3개, 거실, 주방, 욕실2개, 드레스실, 파우더실, 홈바 198 8실 
14~15F

스위트형 6인 방3개, 거실, 주방, 욕실2개, 드레스실, 파우더실, 홈바 224 4실 

                                                                                       ※ 입실시간 14:00~22:00 / 퇴실시간 12:00(비수기) 11:00(성수기) 

 클린객실 이용안내  

•취사를	하지	않는	객실입니다.		한정된	객실	수로	예약하신	고객님들에	한해	우선	배정됩니다.

•객실	Check	In	/	Out시,	우대	혜택을	드립니다.	(1시간	전	입실	or	1시간	후	퇴실)

•객실내에	전자레인지가	비치되어	있으며,	차SEt(전기	포트)가	제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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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홀 하나하나가 자연과 하나되는 감동의 친환경 골프장

산악지역의 특성을 그대로 살린 모험적이고도 아기자기한 27홀의 아름다운 코스가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1시간 - 전철로 올 수 있는 가깝고 편리한 패밀리형 스키장

총면적 20만 3740m²  인 엘리시안 강촌은 전체 슬로프 10개 중 초·중급자용이 8면이나 됩니다. (초급 2면, 초·중급 1면, 중급 5면, 상급 2면).

 다른 스키리조트에 비해 슬로프 난이도를 낮춰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스키장 안에 전철역(백양리역)이 있어 언제 어디서든 전철로 편하게 올 수 있는 스키장입니다. 

경춘선 일반전철이나 ITX-청춘 고속전철을 타고 교통 체증이나 날씨의 영향 없이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산과 계곡을 지나는 다이나믹한 코스와 섬세한 기술의 샷을 필요로 하는 정교한 코스가 어우러져 라운딩 내내 모험심을 자극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며 플레이하시는 동안 4계절의 변화가 무쌍한 북한강, 삼악산, 검봉산 등의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나인플러스 골프 클럽(퍼블릭 골프)엘리시안 강촌컨트리클럽 코스 슬로프 현황 리프트 현황

엘리시안 강촌 컨트리클럽 Golf 엘리시안 강촌 스키장 Ski

 

 

 

레
퍼

드

 

재
규

어 

 
썬키드 무빙워크

A

A1

B

C

D

E

퓨
마드래곤

호
스

디
어

페가수스

제
브

라

팬더

래
빗

알프하우스

남이섬 슬로프

챌린지하우스

스키하우스

콘도미니엄

코스규모 총면적 코스전장

회원제 27홀 1,041,925㎡ 8,833m

잔디종류

Green - 벤트 그라스 펜링스, L-93

Fairway - 중지(한국잔디)

Teeing Ground - 켄터키 블루 그래스

구분 슬로프명 연장(m) 경사도

초급
팬더
래빗

드래곤/래빗

306
436

1500  

9% 
13% 
23% 

중급

호스/제브라

호스/페가수스

디어

퓨마 

1,032

1,045

945

1175

35%

31% 이상

33% 

16%

최상급 레퍼드 518 52%

코스규모 코스전장 카트/캐디

10홀 38파 2,574m 5인승 전동카트캐디 미 동반

잔디종류

Green  - 벤트 크리핑 벤트 그래스
Fairway - 중지(한국잔디)
Teeing Ground - 켄터키 블루 그래스
Fairway - 중지(한국잔디)
Teeing Ground - 켄터키 블루 그래스

운영기간 - 매년 4월 중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예약문의 T. 033-260-2330 / 나인플러스골프클럽 T. 033-260-2990~1

   예약문의 T. 033-260-2122 나인플러스 골프 클럽 골프연습장 스키학교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스키 강사들이 

체계적으로 지도해드립니다.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씽씽 눈썰매장 

안전한 시설로 자녀와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만들어 드립니다.

구분 슬로프명 표고차 길이(m) 경사도 리프트

초급
팬더
래빗

드래곤

21
34
131

255
342 
608

7.9/4.5
10.0/5.7
22.0/12.4

A1
A

B,C

중급

제브라
호스

페가수스
디어
퓨마 

94
78
94

172
94

342
493
343
768
570

27.8/15.5
16.1/9.1

28.4/15/8
22.1/12.4
15.9/9.0

B,C
B,C,D
B,C,D
B,C,D
B,C,D

최상급
레퍼드
재규어

111
116

463
468

52/27
54/28

B,C,D
C,D,E

※스키장에 설치되는 리프트는 POMA 사에서 제작한 최신형 모델로서 

첫째 안정성, 둘째 편안함, 셋째 세련된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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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출신 쉐프들의 다양한 외식 경험 노하우와 

HACCP 인증을 받은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만으로 정성껏 조리하여

품격이 다른 맛의 여행에 초대합니다.

은하수 글램핑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벗삼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바비큐와 낭만을 느껴보세요.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기는 바비큐 파티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합니다.

식음시설 Restaurants 글램핑&바비큐 Glamping&BBQ

부대시설 Convenience Facilities 

우양정 / 콘도 2층 / 190석

계절별 특색있는 메뉴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요리,
와인 및 주류, 탁트인 전망, 별실(4실) / 조식 뷔페 운영.

영업시간 07:00~22:00

스노우가든 / 챌린지하우스 / 240석

엘리시안 스키어들이 사랑하는 푸드코트.

영업시간 08:00~익일 04:00 슬로프 운영시간과 동일.

엘키친 / 콘도 2층 / 180석

생맥주와 다양한 먹거리, 편안한 PUB-BAR 
(치킨, 피자, 마른안주)

영업시간 20:00~24:00

스카이존 / 스키장 정상 알프하우스 2층 

홍합 짬뽕, 자장면, 탕수육, 돈부리 등 명품 청춘반점

영업시간 20:00~24:00 스키시즌.

보샬레 / 스키하우스 2층(시계탑 앞) / 500석

푸짐한 뷔페와 화덕피자, 국내산 치킨을 맞볼 수 있는 
카페테리아. 넓은 공간 탁 트인 전망.

영업시간08:00~익일 04:00(동계)

알프하우스 / 스키장 정상 알프하우스 1층 / 70석

스키장 정상에 자리한 먹거리 가득한 공간.
아름다운 북한산과 설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식사.

영업시간 20:00~24:00

라이브카페 / 콘도 1층 / 32석(4인석, 8 Table)

감성충만한 라이브카페입니다.

영업시간 17:00~02:00 (라이브 공연 수시 운영)

오데움 / 콘도 1층 / 51석(20인실 1룸, 7~8인실 4룸)

가라오케. 넓은 홀과 Bar를 갖추고, 5개의 별실이 마련된
오데움에서 품위있는 여흥을 즐겨보세요. 

영업시간 19:00~02:00 

탐앤탐스 / 콘도 1층 / 48석

로비라운지에서 탁 트인 잔디광장을 전망으로 커피 
한잔과 프레즐을 즐기며 휴식의 여유를 만끽하세요.

별빛그릴 BBQ / 콘도앞 야외 잔디광장 / 15동

밤하늘의 별들을 벗삼아 좋은 사람들과 
바비큐의 낭만을 느껴보세요.

영업시간 18:00~22:00 (사전예약 후 이용가능)

은하수 글램핑장 / 콘도 앞 야외 잔디광장 / 26동

황홀한 별들의 잔치 은하수 글램핑장에서 감상해보세요.
체크인(오후 02:00) 체크아웃(오전 11:00)

비어가든 / 콘도 앞 야외 잔디광장 / 200석 이상

생맥주와 라이브공연이 함께하는 야외공간(하계 운영)

영업시간 18:00 ~ 22:00 

휘트니스 센터 사우나

휴앤진 노래방  「앙상블」

편의점  GS 25」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들이 구비되어 있는 24시간 편의점.

노래방   「앙상블」 최신가요와 최고급 음향장비가 구비된 엔터테인먼트 공간.

사우나 영업시간 06시~21시, 냉/온탕, 건식 사우나 운영.

휴앤진 스킨케어, 타이수기(마사지) 관리.

게임앤 조이  온가족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공간.

휘트니스 센터  최신 장비와 쾌적한 시설에서 가벼운 운동으로 건강을 단련.

의무실  간호사대기. 스키하우스 1층 T. 033-260-2881, (수영장 시즌 033-260-2857)

멀티샵  각종 레저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와 기념품 판매.

스크린사격/  가벼운 게임으로 기분좋게 피로를 푸는 공간.

전자다트게임 존   

행사 후의 여가시간도 알차야 합니다. 다양한 편의시설과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있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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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안길 입구

시안길 입구

골프연습장

야외수영장

리조트 정문 방향

출구

콘도미니엄 방향

시안길 - 꽃가람 정원 옆 숲길 - 20~30분 소요(백양리역 입구~콘도 앞, 약 1.1km)

물안길 - 콘도 앞 연못 주변 - 20~30분 소요(약 1.1km)

꽃가람 정원 코스 안내

스테이지

숲속쉼터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잔디광장

전망쉼터

원형전망대

숲속산책로

숲속산책로

조각상

갈대숲

수변산책로 작은개울

큰나무정원

구름다리

나미공화국 남이섬: 12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5분 소요
제이드 가든: 6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5분 소요
자라섬 캠핑장: 10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1분 소요
문배마을: 8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구곡폭포: 9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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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이드 가든

⑥김유정 문학촌등선폭포춘성대교

경
춘
선

화천

삼악산

의암댐

⑦강원도립 화목원

④문배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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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역

강촌유원지

①나미공화국 남이섬

⑧레일바이크(구 경강역)

⑪애니메이션박물관

⑨레일바이크(구 강촌역)

③자라섬 캠핑장
⑩아침고요수목원

⑤구곡폭포

강촌 검봉 국민의 숲

봉화산

6

7

8

9

10

11

김유정문학촌: 16km, 차량 이동시 리조트에서 20분 소요
                   전철 이용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강원도립화목원: 24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30분 소요
레일바이크(구 경강역): 5km, 차량 이동 시 5분 소요
레일바이크(구 강촌역): 7km, 차량 이동 시 7분 소요
아침고요수목원:  30km, 차량 이동 시 54분 소요
애니메이션박물관: 17km, 차량 이동 시 28분 소요

제이드 가든남이섬 자라섬 캠핑장 문배마을 아침고요수목원

애니메이션박물관김유정 문학촌구곡폭포 강원도립 화목원 레일바이크

푸르른 생명의 보고(寶庫), 강촌 검봉 국민의 숲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는 산림청, 춘천 생명의 숲과 공동으로 검

봉산 일원 50ha 공간에 수목 관찰원, 숲길 탐방로, 야생화 동

산 등의 국민의 숲을 조성하여 2008년부터 고객분들에게 무료

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 시간별, 체력별로 선택할 수 

있는 3개의 Trail 코스와 숲의 테마에 따라 5가지 컨셉으로 꾸며 

자녀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성인에게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trail 1 밸리 코스 (편도 1.9km / 일반성인 도보 70분)

 가족단위의 고객들을 위한 코스

 야생화 과장, 수목원, 구름다리, 물길, 자연학습장 등

trail 2  마운틴 코스 (편도 2.3km / 일반성인 도보 80분)

 모험심이 강한 등산 애호가들이 선호하는 코스 

 데크형 계단, 로프휀스 등 등산 애호가 코스

trail 3  포레스트 코스 편도 (편도 2.8km / 일반성인 도보 75분)

 데이트를 즐기고자 하는 연인과 친구들을 위한 코스 

 가장 길게 펼쳐진 천혜의 대자연 공간

 야생화 광장, 데크형 계단 등

꽃가람 정원  산책로  ※ 꽃가람은 꽃이 피어있는 호수, 강을 뜻하는 순 우리말입니다. 꽃과 나무가 아름답게 조성된 꽃가람 정원을 산책해 보세요.  

검봉 국민의 숲  등산로야외수영장
강촌의 자연과 어우러진 지중해식 야외풀장

엘리시안 강촌 야외수영장은 유아풀과 성인풀로 구분되어 있어 안전하고, 

온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패밀리형 수영장입니다. 

(운영기간 - 하계시즌(6~9월경), 성수기 기간 - 7월 말~8월 중순)

각종 레저가 가능합니다  체육대회, 스크린골프, 탁구, 당구, 배드민턴 등.

친환경 천연잔디운동장 당구장, 탁구장(스키하우스 1F)

리조트 주변에는 유명한 관광지와 

명승지들이 있습니다.

휴식의 즐거움과 함께 기억에 남는 

멋진 여정을 만들어드립니다.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와 축제가 있는 주변 관광지

야외 수영장

각종 레저와 여행 Leisure sports & Tour 등산 & 산책 - 검봉 국민의 숲, 꽃가람 정원

나미공화국 남이섬: 12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5분 소요
제이드 가든: 6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5분 소요
자라섬 캠핑장: 10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1분 소요
문배마을: 8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구곡폭포: 9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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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역

강촌유원지

①나미공화국 남이섬

⑧레일바이크(구 경강역)

⑪애니메이션박물관

⑨레일바이크(구 강촌역)

③자라섬 캠핑장
⑩아침고요수목원

⑤구곡폭포

강촌 검봉 국민의 숲

봉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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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문학촌: 16km, 차량 이동시 리조트에서 20분 소요
                   전철 이용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강원도립화목원: 24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30분 소요
레일바이크(구 경강역): 5km, 차량 이동 시 5분 소요
레일바이크(구 강촌역): 7km, 차량 이동 시 7분 소요
아침고요수목원:  30km, 차량 이동 시 54분 소요
애니메이션박물관: 17km, 차량 이동 시 28분 소요

제이드 가든남이섬 자라섬 캠핑장 문배마을 아침고요수목원

애니메이션박물관김유정 문학촌구곡폭포 강원도립 화목원 레일바이크

나미공화국 남이섬: 12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5분 소요
제이드 가든: 6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5분 소요
자라섬 캠핑장: 10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1분 소요
문배마을: 8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구곡폭포: 9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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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김유정 문학촌등선폭포춘성대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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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강원도립 화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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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춘천역

강촌유원지

①나미공화국 남이섬

⑧레일바이크(구 경강역)

⑪애니메이션박물관

⑨레일바이크(구 강촌역)

③자라섬 캠핑장
⑩아침고요수목원

⑤구곡폭포

강촌 검봉 국민의 숲

봉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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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문학촌: 16km, 차량 이동시 리조트에서 20분 소요
                   전철 이용 시 리조트에서 10분 소요
강원도립화목원: 24km 차량 이동 시 리조트에서 30분 소요
레일바이크(구 경강역): 5km, 차량 이동 시 5분 소요
레일바이크(구 강촌역): 7km, 차량 이동 시 7분 소요
아침고요수목원:  30km, 차량 이동 시 54분 소요
애니메이션박물관: 17km, 차량 이동 시 28분 소요

제이드 가든남이섬 자라섬 캠핑장 문배마을 아침고요수목원

애니메이션박물관김유정 문학촌구곡폭포 강원도립 화목원 레일바이크

리조트 입구
(백양리역)

1.2km /약 12분 소요
(성인 남성 기준)

1.4km /약 14분 소요
(성인 남성 기준)

콘도
미니엄

국민의 숲
입구

꽃가람 정원 산책로 콘도 후면 도로

검봉 국민의 숲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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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시안 제주

대한민국의 명문 컨트리클럽의 기준, 엘리시안 제주

세계적인 조경예술가 빌 벤슬리가 설계한 벤슬리가든,
베르떼&뽀쉬와 요시다 토시요키가 디자인한 최고급 인테리어

세계적인 거장이 빚어낸 품격 있는 자연 속 휴식공간 

엘스위트 제주와 품격이 다른 웨딩&연회·연수 서비스까지, 

제주의 또 다른 이름 ‘엘리시안 제주’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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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급 인테리어의 300석 규모의 대연회장과 컨셉이 다른 중·소 연회실, 가변형 회의실, 

대규모 가든파티, Pool Side 바비큐 파티 등 엘리시안 제주만의 특별함으로 특별한 기억을 남기십시오.

공간에 가치를 더한 엘리시안 제주. 참석인원의 규모와 행사 목적에 맞는 최적의 환경과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고품격 연회·연수

대회의실 면적(㎡)
수용인원

연회식 스쿨식 극장식 연회식

그랜드볼룸 1+2 540 160 160 250 120 

그랜드볼룸1 360 90 100 170 70 

그랜드볼룸2 180 50 60 80 50

중회의실 면적(㎡) 스쿨식 극장식 ㄷ자형 ㅁ자형

BLUE 63

24 40 18 24 YELLOW +
 GREEN 63

소회의실 면적(㎡) 스쿨식 ㅁ자형

GREEN 32

16 12YELLOW 32

ORANGE 32

대 회의실 배치도   

그랜드볼룸(연회식)

컨퍼런스 룸

보유장비 LCD BEAM, PROJECTOR, 멀티음향, 조명

극장식스쿨식 

스쿨식 

부페식 

ㄷ자형극장식

연회식

ㅁ자형  

BuffEt	
tABLE

중·소  회의실 배치도

※그랜드볼룸은 1과 2를 통합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중소형 세미나실(ㄷ자형)그랜드 볼룸(극장식)

비즈니스	센터

ORANGE

YELLOW

GREEN

BLUE

소강의실

INDIGO

PuRPLE

그랜드볼룸1 그랜드볼룸2

리셉션	데스크

화장실 GS25

스
테
이
지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1738-116 

면적 - 1,580,000㎡    골프코스(36홀):	4,533,400㎡			

부대시설 -	숙박시설(콘도	58실):	46,600㎡  

	 						연회시설(골퍼스	플라자),	수영장,	드라이빙	체인지

엘리시안 제주는

또 하나의 제주, 엘리시안 제주

제주의 대초원을 닮은 캄포코스와 비양도의 고운 자태를 

감상할 수 있는 오션코스, 6개의 호수와 조우하는 레이크

코스, 오름들이 병풍처럼 둘러진 파인코스 총 4개 코스 

36홀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는 노루와 마주할 수 있는 곳...

해발 500미터 고지, 눈부신 제주의 자연이 담긴 코스입니다.

한라산과 오름, 바다, 억새가 어우러진 라운딩의 감동을 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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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시안 제주 콘도는 최고급 별장식 스위트빌라입니다.

세계적인 조경디자이너 빌 벤슬리의 환상적인 가든을 보며, 자연속에서 편안한 휴식을 느껴보세요. 

어느 객실에서나 벤슬리가든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발이오름 아래 살포시 내려앉은 엘스위트 콘도는 인

테리어에서 조경까지 진정한 최고가 무엇인지 보여

줍니다. 창문을 열면 빌 벤슬리의 경이로운 조경 세계

가 펼쳐지고, 아침 이슬을 머금은 산새소리가 삼나무 

숲을 물들입니다. 오직 엘리시안의 고객만을 위하여 

차원이 다른 콘도가 빚어졌습니다.

구성: 침실 2, 화장실 2, 거실 1, 주방 1, 파우더룸 2

         4인 1실(최대 6인). 한실 양실 중 선택. 
▲ 이규젝큐티브 스위트 (188.43㎡) 8실 

베르떼 &뽀쉬가 디자인한 인테리어 명작세계. 

프라이버시가 완벽히 보장되는 2개의 독립적인 공간.

엘스위트 제주 콘도 Condominium 

이그젝큐티브 스위트 거실 벤슬리 가든

▼ 벤슬리 가든 세계적인 조경예술가 빌 벤슬리가 설계한 자연 속 정원입니다. 

                               오직 엘리시안 제주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격이 다른 휴식을 만나보세요.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디자인, 

그만큼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Bill Bensley 조경디자이너
전세계 23개국 150개가 넘는

 특급리조트의 조경을 디자인했습니다.

디럭스 스위트 (한실) 피아노 바   「어뮤즈」 

레스토랑

이그젝큐티브 스위트 침실 (양실) 연회실 - 창밖에 제주의 자연이 한 눈에 들어오는 VIP 단체룸입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빌 벤슬리가 설계한 벤슬리 가든, 제주의 맛을 제일 잘 아는 명품 레스토랑, 

제주의 절제된 미가 녹아 있는 너른정원, 차원 높은 휴식을 맛보십시오.

식음시설 Restaurants & Bar

클럽하우스 레스토랑 
(위치: 클럽하우스 1층, 영업시간 06:00~21:00, 좌석수: 실내 108석 / 테라스 24석)

초록빛 그린이 한 눈에 들어오는 테라스 레스토랑입니다.

전복뚝배기, 은갈치 조림, 고등어 조림, 옥돔구이 정식 등  ※계절특선 메뉴 별도 준비

Bar 어뮤즈 
(위치: 골퍼스플라자 2층, 영업시간 18:00~01:00,  좌석수: 50석)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는 유럽풍 피아노바입니다.

세계명주(Whisky, Gin, Rum, Vodka, Liquer, Wine), 안주류, 각종 칵테일

▲ 디럭스 스위트 (132.23㎡) 50실 

골퍼를 위한 신평면 설계로 목적에 따른 탁월한 편리성. 

창밖으로 빌 벤슬리의 아름다운 조경을 만끽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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神이 빚어낸 경이로운 자연에 세계 거장들의 예술혼을 투영시킨 

총 36홀 규모의 대형 골프장 -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 클럽.

품격이 다른 라운딩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 클럽 Golf

 CLUB HOUSE

•세계적인 건축가 요시다 토시키요의 설계와 

    베르떼 & 뽀쉬가 디자인한 인테리어

•코스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월한 전망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등이 전시된 또 하나의 명작 갤러리

한라산과 제주 바다를 배경으로 드넓은 초원에 자리잡은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은

빼어난 자연 경관과 함께 코스 설계, 건축 설계, 조경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은 물론

전시되어 있는 조각품 하나 하나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가들과 작가들의 예술혼이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탁월한 배수 시스템으로 전천후 라운딩  •거리에 따른 5개의 티박스 조성  •PGA급 잔디 관리  •코스마다 다른 공략법으로 색다른 즐거움

엘리시안 제주 컨트리클럽

총 홀 수  36홀 (회원제 27홀, 퍼블릭 9홀)

그       린 One Green System

총 면 적  144par (회원제 108par, 퍼블릭 36par)

잔디종류 Green : 펜링스 크리핑 벤트 그라스

 teeing Ground, Fairway :

 켄터키 블루그라스, 페레니얼 라이그라스

총 길 이  13,068m(14,291yds)

 회원제 : 9,798m(10,716yds)

 퍼블릭 : 3,270m(3,575yds)

카트시스템 5인승 전동카트

E L Y S I A N  J E J U  C O U N T R Y  C L U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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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딩의 즐거움을 배가시키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만나보세요.

라운딩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하실 수 있도록 

엘리시안 제주가 최대한 지원합니다.

엘리시안 제주는 다양한 관광, 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귀사의 비즈니스와 행사에 +α 를 제공해 드립니다.

■ 골퍼스 플라자
- 연회장: 국제회의,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회, 연수를 동시에 진행시킬 수 있는 멀티형 컨퍼런스 룸.

- 비즈니스 센터: 골퍼스플라자 1층. PC 2대, 프린터, 복사기,인터넷 및 회의용 테이블.

- 가라오케 엘로디아: 유럽풍의 내부장식으로 분위기를 더해주는 가라오케. 과일안주, 주류, 노래방 시설.

- 스포츠클리닉: 골퍼스플라자 2층. 라운딩 후의 피로회복을 위한 스포츠 마사지, 발마사지, 아로마 테라피 등.

- 휘트니스센터: 골퍼스플라자 2층. 런닝머신 등 각종 헬스기구 보유. 최상의 컨디션과 체력관리를 위한 공간.

■ 야외수영장 - 아름다운 설계와 탁트인 전망의 휴식 레저 공간.

■ 사우나 - 클럽하우스 1층. 깨끗하고 넓은 공간과 노천탕 운영. 최첨단 시설과 쾌적한 락커.

                       엘리시안 안의 무릉도원인 노천탕과 사우나.

부대시설 Convenience Facilities 

승마
억새 물결 춤추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달려 보십시오.

눈덮인 한라산과 쪽빛바다, 자연과 사람, 말이 하나되는 호연지기의 기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승마는 전신운동으로 다이어트 효과에도 뛰어납니다. 엘리시안 제주에서 10분 거리에 

    다수의 연계 승마장이 있어 고객의 취향에 맞도록 연계시켜 드립니다.

요트투어
한차원 높은 제주 관광을 원하신다면 럭셔리하고 로맨틱한 요트투어를 즐겨 보십시오.

유럽형 최신요트에서의 씨푸드 선상파티, 바다낚시와 즉석회, 노을진 태평양을 바라보며 와인 한잔,

영원히 잊지못할 오감만족의 코스가 될 것입니다.

•요트투어는 다양한 Option Tour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엘리시안 제주에서는 맞춤형 요트투어를 제공해 드립니다.

사냥, 클레이사격
한라산을 한눈에 바라보며 스트레스를 맘껏 날려 보십시오.

제주도에는 광대한 대초원의 수렵장이 있으며 전문가의 세심한 배려 속에

클레이 사격 등 호쾌한 레저·스포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대유수렵장, 꿩 수렵장, ATV 체험장, 클레이사격장

서귀포 씨티투어 체험
세계적인 관광지 서귀포의 절경 속으로 안내합니다.

도보, 쇼핑, 문화, 생태관광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컨셉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투어코스: 샛기정공원 - 목재인도 - 서귀포 아케이드 상가 - 이중섭 문화거리 - 가당미술관 - 걸매생태공원 - 솜반내

•관광소요시간: 3~4 시간

오름 트래킹
오름은 산봉우리를 뜻하는 제주 방언으로 화산이 분출되면서 생긴 큰 웅덩이나 굼부리입니다. 

한라산 자락에 신화처럼 피어난 368곳의 오름중 가장 아름답고 트래킹하기 좋은 코스를 

전문 가이드가 안내해 드립니다.

스포츠 클리닉

휘트니스센터

가라오케 엘로디아

사우나

프론트 

야외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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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1

엘리시안 제주
셔틀버스탑승위치

B구역

대형버스 주차장

소형버스 주차장

제주국제공항청사

서울에서 50분대! 더욱 가까워진 엘리시안 강촌

어떤	교통시설을	이용하여도	서울	및	인근	수도권에서	60분이면	리조트에	도착하실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해졌습니다.	

공항에서도 중문에서도 불과 20분 거리

고객의	시간마저	고려한	입지	선택,	엘리시안 제주 전용 I.C 설치로	라운딩	전부터	특별한	예우	만끽하십시오.

엘리시안	제주는	공항을	오가는	최고급	

리무진	버스로	더욱	편안하게	모십니다.

백양리역(엘리시안 강촌) 하차, 콘도 입구까지 무료 셔틀 탑승 2분(무료 셔틀 20분간격)

자세한 운행시간표는 “코레일 홈페이지” 또는 “코레일 전철 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철 이용시

승용차 이용시

퇴계원 IC
태능

북부간선도로 구리 IC

토평 IC

팔당대교

조안 IC

양수리양수대교

강변북로

선동IC

미사IC 서종IC화도JCT 강촌IC

덕소IC
남양주TG

서울~강촌 47.2km

서울~춘천 61.4km

서울~양양 152.4km 171.1km 73.9km

동홍천~
양양

춘천~
동홍천

동산TG
화도IC 설악IC 남춘천IC 동춘천 IC

외각순환 고속도로 (판교, 송파, 하남)

외각순환 고속도로 (부천, 일산, 의정부)

진관 IC 대성리 청평 가평
경광대교

춘천
자동차전용도로 46번 국도

▲▲ ▲▲

▼▼ ▼▼

▲▲

▼▼
강일IC

동해선중앙선서울외곽순환선

◀ ▶

◀

◀

▶◀ ▶ ▶

▶

◀

· 강일 IC ~ 강촌 IC 구간 거리 47.2km 소요시간 30분 이내

서울춘천 고속도로

국도 & 자동차 전용도로

춘천JCT 양양JCT

경춘선 일반전철

ITX 청춘(고속전철)
용산

상봉 망우 갈매 별내 퇴계원 사릉 금곡 평내호평 마석

춘천 남춘천 김유정 강촌 굴봉산 가평 상천 청평 대성리

상봉청량리 사릉퇴계원 마석 청평 가평 강촌평내호평 춘천남춘천

신내 천마산

· 가평역에서 경춘선 일반전철로 환승 후 백양리역 하차

상시정차역

· 상봉역에서 백양리역 60분 미만 소요
· 백양리역 하차, 콘도 입구까지 무료 셔틀 탑승 1분, 도보 5분 소요(264m)

백양리

엘리시안 강촌

강촌 IC 경유 
(고속도로 이용)

리무진 셔틀버스 운행시간표

탑승장소 : 

여객청사에서	1번 게이트로	나오신	후	

11시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2개	건너	

주자창	B구역에서 탑승하세요.

가평역에서	경춘선	일반전철

로	환승	후	백양리역	하차

상봉역에서	백양리역
(엘리시안	강촌)까지
60분	소요

화도 IC 경유 
(고속도로 + 국도 이용)

퇴계원 IC 경유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양수리 경유

자동차
자동차

무료
셔틀

경춘선

ITX 청춘

비양도

엘리시안
전용IC

제주시

평
화

로
성산

한림

대정
중문 서귀포시

20km

20km

블랙스톤C.C.

라온C.C. 캐슬렉스
제주C.C.

신안C.C

로드랜드C.C.

핀크스C.C.

중문C.C.

나인브릿지C.C.

제주C.C.

오라C.C.

해비치C.C.

크라운C.C.

레이크힐스C.C.

한라산

스카이힐C.C.

엘리시안 제주

제주국제공항 출발 시간표

08:30 09:30 10:30 11:30 12:30 14:30 15:30 16:30 17:30 18:30 

리조트 출발 시간표

09:30 10:30 11:30 13:30 14:30 15:30 16:30 17:30 18:30 18:30 

청량리

화도 IC

강일 IC 덕소 IC 화도 IC 서종 IC 설악 IC 강촌 IC 일반도로
(강촌방향)

GS25 앞
 우회전

퇴계원 IC

팔당대교 조안 IC 양수대교

용산

춘천

춘천

회기

서종 ic
교차로에서 우회전

자동차 전용도로
(춘천, 가평 방향)

삼거리 직진

청량리

남춘천

남춘천

중량

김유정

상봉

상봉

강촌

강촌

상시정차역

망우

백양리
(엘리시안 강촌)

백양리
(엘리시안 강촌)

신내

굴봉산

갈매

북한강로

청평

신청평대교삼거리

가평

새터삼거리

가평

별내

경춘로

상천

퇴계원

경강교차로

경강대교

가평 경강대교청평

퇴계원

청평

샤릉

서백길

3km 직진 후 우측
서천리 방향으로 우회전

3km 직진 후 
우측 서천리 방향

으로 우회전

샤릉

대성리

평내호평

평내호평

가평

천마산

마석

마석

청평

엘리시안 

엘리시안 

엘리시안 

엘리시안 

제주공항 출발 (소요시간 : 25분, 22Km)

제주공항 1135지방도로
(평화로)

경마장 어음, 봉성 방면
(이정표)

엘리시안 전용 ic 엘리시안

중문관광단지 출발 (소요시간 : 25분, 20km)

중문
관광단지

1135지방도로
(평화로)

엘리시안 (이정표) 엘리시안 전용 ic 엘리시안

오시는 길  엘리시안 강촌 오시는 길  엘리시안 제주

엘리시안 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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