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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 자세한 내용은 휘닉스 평창(https://phoenixhnr.co.kr/static/pyeongchang/guide/traffic/map)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휘닉스 평창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휘닉스 평창, 대표전화 : 1588-2828(#0)
네비게이션 설정
❶ 숙박시설-콘도가는 경우 네비게이션 창에 ‘휘닉스평창콘도 주차장’, ‘휘닉스평창블루동 주차장’

‘휘닉스평창그린동 주차장’, ‘휘닉스평창오렌지동 주차장’ 입력
❷ 숙박시설-호텔가는 경우 네비게이션 창에 ‘휘닉스평창호텔 주차장’ 입력

KTX 평창역 (경강선)

평창역(KTX), 장평터미널 경유 정기셔틀 시간표
운행 기간 : 2018년 12월 7일 ~ 2019년 2월 28일

평창역 출발→장평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1인자감자탕앞 승차(경유) → 휘닉스 평창 도착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 12회차

평창역(KTX) 
출발

08:00 09:05 09:50 11:20 11:50 12:45 14:45 15:45 16:50 18:45 19:45 22:45

장평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1인자감자탕 앞

하차
불가능

09:10 09:55 11:25 11:55 12:50 14:50 15:50 16:55 18:50 19:50 22:50

휘닉스평창 
스키하우스 

주차장
08:25 09:30 10:15 11:45 12:15 13:10 15:10 16:10 17:15 19:10 20:10 23:10

휘닉스 평창 출발 → 장평터미널 하차(경유) → 평창역(KTX) 도착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8회차 9회차 10회차 11회차

휘닉스평창 스키 
하우스앞 정기버스 

주차장
08:35 09:20 10:50 11:20 12:15 14:00 15:15 16:20 18:15 18:15 20:15

장평시외버스 
터미널 하차

08:55 09:40 11:10 11:40 12:35 14:20 15:35 16:40
하차

불가능
18:50 20:35

평창역(KTX) 도착 09:00 09:45 11:15 11:45 12:40 14:25 15:40 16:45 18:30
하차

불가능
20:40

스키버스
이용요금

구분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기타 지방

일반 대인 소인

지역별 요금이 상이하니, 휘닉스평창 홈페이지 참고

https://www.phoenixhnr.co.kr

편도 15,000원 12,000원

왕복 30,000원 24,000원

※ 사전 미예약시 대인,소인 구분없이 대인 일반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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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스키버스 운영 안내

⦁스키 버스 운영 기간 : 2018년 11월 23일(금) ~ 2019년 3월(폐장일)

⦁스키 버스 예약 마감 시간

휘닉스 평창행

새벽 / 오전 출발 : 전일 17:00 마감, 오후 출발 : 당일 11:00 마감, 야간 / 심야 출발 : 당일 12:00 마감

서울행

출발시간 3시간 전 마감, 10월28일 13:00, 21:30 버스는 예약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방 스키 버스 운영 기간

⦁성수기 운행 기간 : 2018년 12월 10일 ~ 19년 2월 17일(일) (매일운행)

⦁비수기 운행 기간(주말) : 2019년 2월 18일 ~ 19년 2월 28일(일) (매일운행)

⦁최소 예약 인원 10명 이하 시 운행하지 않습니다.

⦁지방 스키 버스 예약 마감 시간

휘닉스 평창행

새벽 출발 : 전일 15:00 마감

백야 출발 : 전일 15:00 마감

서울행

오후 출발 : 전일 15:00 마감

백야스키버스 귀가행은 휘팍행 날짜기준 전전일 15:00 마감

버스예약 및 버스 예약시간표는 휘닉스평창 홈페이지 참고. https://www.phoenixhnr.co.kr

시외 버스
동서울 터미널 → 장평 터미널
홈페이지 https://txbus.t-money.co.kr/main.do
콜센터 1644-3070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 주말, 휴무일 09:00~17:00)
장평 터미널 → 동서울 터미널
전화번호 : 033-332-4209
장평 터미널에서 동서울, 서울남부 터미널 등 시간표를 제공합니다.
사전예약 시스템이 없으며 현장에서 표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