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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여름 휴가는
시원한 하이원 리조트에서
강원도 정선, 천혜의 자연환경을 병풍처럼 두르고 해발 800∼1천
300ｍ에 걸쳐 조성된 하이원 리조트는 여름이면 가족 단위 여행객
이 주목하는 피서지 중 한 곳이다. 특히 지난해 여름 개장한 하이원
워터월드는 메이저급 워터파크의 판도에 새롭게 떠오르는 기대주
로, 올여름 나들이객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이 다르다, 1급 청정계곡수로 물놀이
하이원 워터월드에서 사용하는 물은 백두대간 1급 청정계곡수다. 하
이원 스키장 밸리 스키하우스 상부 계곡에 있는 무릉댐 물을 사용
한다. 맑고 깨끗한 찬물에 서식한다는 열목어가 있을 정도로 뛰어난
수질을 자랑한다.
하이원 워터월드의 실내 면적은 2만5천24㎡로 국내 최대다. 주요 워
터파크가 1인당 4.96㎡ 정도의 시설면적을 제공하는 데 비해 하이원
워터월드는 국내에서 가장 여유로운 1인당 7.6㎡다. 한결 여유롭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유모차 반입이 가능해 유아 동반 가족 고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편안한 휴식을 위해 실외 카바나 65개, 실내 카바나 5개를
설치했다.
회’ 등에 인기가수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로 선보

모두가 즐거운 하이원 워터월드

인다.

하이원 워터월드는 크게 3가지 존으로 나뉜다. 가족 단위 이용객을

8월 2일에는 국민 로커 김경호가, 3일에는 에일리와 악동뮤지션이

위한 패밀리 존, 익사이팅한 놀이시설을 배치한 실외 아일랜드 존과

출동하는 ‘하이원 힐링 콘서트’가 열린다. 10일에는 허각, 정승환, 김

포세이돈 존이다.

태훈(팝 칼럼니스트), 서태화(영화배우)가 ‘하이원 산상 음악회’에

이 중 패밀리 존은 슬라이드를 제외한 모든 시설을 전 연령층이 이

출연해 영화, 드라마 OST를 주제로 음악과 토크를 선보인다.

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복합형 물놀이 기구인 아쿠아플레이, 0.3

이 밖에도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운암정에서는 정선아리랑 공

ｍ 수심의 영유아용 베베풀이 대표적이다. 피로를 풀어줄 바데풀과

연이 펼쳐지고 8월 2, 3, 10, 15, 17, 24일 카사시네마에서는 창작극 ‘탄

실내 유수풀인 둥둥리버 등도 온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광촌의 봄’이 무대에 올라 하이원리조트를 찾은 고객에게 잊지 못할

는 유일하게 15㎝ 두께 아크릴로 바닥과 벽면을 구성한 글래스풀은

추억과 감동을 선사한다.

하이원 워터월드만의 재미난 물놀이 시설이다.
실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어트랙션인 포세이돈 웨이브는 최대 폭 95

패키지로 저렴하고 편하게

ｍ, 길이 115ｍ의 공간에서 국내 최고 높이인 3ｍ의 파도를 즐길 수

객실과 워터월드 종일권 2인 이용권이 포함된 ‘워터월드 패키지’를

있는 파도풀이다.

이용하면 호텔, 콘도 등 하이원의 다양한 숙박시설을 상황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

인기가수 공연이 가득

워터월드 입장권 할인 혜택도 다양하다. 리조트 투숙객은 동반 3인

하이원에서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8월 17일까지 ‘2019 하이원

까지 30∼4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앱 회원은 25∼35%, 제휴

뮤직페스티벌’을 연다. 이번 뮤직페스티벌에서는 ‘하이원 스타 콘서

카드 소지자는 20∼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지역주

트’, ‘하이원 쿨썸머 콘서트’, ‘하이원 힐링 콘서트’, ‘하이원 산상 음악

민과 인근 지역 할인 혜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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