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 전국 삭도업체 현황 (2021.07.21. 기준)

관할 담당 업 체 명 업   체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 중구교행  한국삭도공업(주)  중구 소파로 83   02) 753-2403, 2993

인천 강화군경교  해강개발(주)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4-15 031) 987-9992

부산

동래구교통  유창삭도(주)  동래구 우장춘로 155  051) 552-1761~2

서구교행  (주)송도해상케이블카  서구 송도해변로 171 051) 744-9889

기장군선교  스카이라인루지부산(주)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산46번지 051) 722-6002

대구

남구교통  대덕개발(주)  남구 앞산순환로 454  053) 656-2994

동구교통  (주)한림팩  동구 팔공산로185길 51  053) 982-8801~3    

달서구교행  (주)이월드  달서구 두류공원로 200  053) 620-0467

광주 동구교통  (주)무등파크리조트  동구 지호로164번길 14-10  062) 226-0011

경기

과천시교통
 동일삭도(주)  과천시 막계동 산121-2   02) 504-5657~8

 한국방송공사  과천시 중앙동 산10   020 781-5075~6

용인시교정
 삼성물산(주) 
에버랜드리조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 031) 320-8421

 미래개발(주)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평로 112 031) 338-2001

남양주시자관  선진종합(주)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 96 031) 594-1211

포천시교행  (주)예지실업  포천시 내촌면 금강로2536번길 27 031) 540-5044

이천시교행  지산리조트(주)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267 031) 644-1341

양주시광교시  (재)송암스페이스센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185번길 103 031) 894-6005

광주시교정  (주)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광주시 도척면 도척윗로 278 031) 8026-5719

파주시교통  파주디엠지곤돌라(주)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48-73 0507) 1376-6388

강원

속초시관광  (주)동효  속초시 설악산로 1085  033) 636-7362~5

원주시관개  에이치디씨리조트(주)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1길 66 033) 769-7712

평창군문관

 (주)HJ매그놀리아용평
 호텔앤리조트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033) 330-8221

 (주)휘닉스중앙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033) 330-6681

 강원도(휘닉스)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033) 330-6681

 강원도개발공사  평창군 대관령면 솔봉로 287 033) 330-4664

횡성군도행  신안종합리조트(주)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033) 340-3161~3

홍천군관광  (주)소노인터내셔널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033) 430-7573

고성군관문체  알프스리조트(주)  고성군 간성읍 흘리 72 휴지중

춘천시관광  지에스건설(주)  춘천시 남산면 북한강변길 688 033) 260-2852

정선군문관
 (주)강원랜드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033) 590-6965

 강원도(중봉)  정선군 북평면 중봉길 6 033) 249-3736

태백시지개
 (주)오투리조트  태백시 서학로 861 휴지중

 태백시  태백시 평화길 15(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033) 550-3740

화천군지경  ㈜한성에스엘씨  화천군 화전읍 풍산리 산269번지 일원 -

삼척시관정  삼척시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6 033) 541-9266

충북
제천시교통  청풍로프웨이(주)  충북 제천시 청풍면 문화재길 166 043-643-7301

증평군도교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 산 84-1번지 일원 031-645-9914

전남

담양군풀경  추월산보리암  담양군 용면 월계리 산81-1 061) 381-1730

해남군환교  (주)삼진관광개발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88-45 061) 534-8992

목포시자등사
 목포시  목포시 대양로 286(체육시설관리사무소) 휴지중

 목포해상케이블카(주)  목포시 유달산 및 고하도 일원 061) 244-2600

여수시교통
 ㈜유심천레저산업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안심산길 155 061) 681-9300

 여수해상케이블카(주)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3600-1 061) 664-7301

전북

정읍시교통  내장산개발(주)  정읍시 내장산로 1251 063) 538-8120~2

무주군산경  (주)무주덕유산리조트  무주군 설천면 만선로 185 063) 320-7369

완주군건교  (유)양지대둔산삭도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공원길 55 063) 263-6621~3

경남

양산시교통
 미타암  양산시 주진로 379-61 055) 365-4184

 (주)신세계개발  양산시 원동면 어실로 1206 055) 379-8122

통영시교통
 통영관광개발공사  통영시 발개로 205 055) 649-3804

 통영루지(주)  통영시 도남동 319-3 055) 645-6657

밀양시교행  (주)영남알프스얼음골케이블카  밀양시 산내면 얼음골로 241 055) 335-3031

   사천시교행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천시 사천대로 18 055) 831-7300

경북

구미시대교  (주)호텔금오산  구미시 금오산로 400 054) 452-4488

경주시교행  삼봉개발(주)  경주시 보문로 544 054) 745-7711

울릉군일경교  울릉군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6(문화관광체육과) 054) 790-6394

울진군일경  울진군(왕피천)  울진군 근남면 수산리 51번지 일원 054) 782-9330

청도군새마을과  ㈜군파크레저  경상북도 청도군 이슬미로 272-28 054) 516-8888

계 56개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