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로 다둔길 안내
OAK VALLEY WALKING TR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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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다둔 1코스

Ι 거리 6.1km Ι 난이도 ●●●●○

상다둔 2코스

Ι 거리 4.9km Ι 난이도 ●●●○○

조각공원 ↔ 숨길(육각정) ↔ 능선길 ↔ 노스콘도 ↔ 황톳길 ↔ 조각공원

조각공원 ↔ 산상배수지 ↔ 댐 삼거리 ↔ 조각공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조각공원에서 시작해 숲 속 산책로 숨길을 지나 다둔길 최고봉(500m)에

진달래 군락지가 조화를 이루는 생태 공간인 상다둔 2코스는 온 가족이 함께 여유롭게 산책길을

오크밸리 골프 코스와 골프빌리지의 콘도를 조망하는 순환 코스로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오르며 울창한 참나무 숲길을 여유롭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다릿골 코스

Ι 거리 4.6km Ι 난이도 ●●●●○

산책로 옆으로 조성된 자작나무길과 다양한 참나무와 낙엽송, 각종 초화류 및 산초, 복분자,
걸으며 계절마다 정취를 뽐내는 자연을 만끽하실 수 있는 코스입니다.

성문안 코스

Ι 거리 3.6km Ι 난이도 ●●●○○

C/D콘도 ↔ 잔디구장 ↔ 스키장 정상 ↔ 숲길 ↔ 마을도로길 ↔ C/D콘도

오크크릭/뮤지엄산 ↔ 성문안 클럽하우스 ↔ 암석원 ↔ 섬강

스키장 정상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스키빌리지와 오크힐스 전경을 눈에 담으실 수

터전을 지켜 온 소나무들을 마주하고 성문안 클럽하우스 암석원 옆을 따라 내려가며 장엄한 암벽

옛 지명 ‘다릿골’인 오크힐스를 돌아 내려오는 순환 코스로 원주 시내와 치악산 조망을 시작으로
있습니다. 피톤치드향이 가득한 숲 길을 걸으며 편안한 숨 고르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사잇길 코스

Ι 거리 2.7km Ι 난이도 ●●○○○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태초의 자연 그대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코스로 오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바위의 절경과 잔잔한 섬강의 경치가 어우러진 풍요로운 자연 속 힐링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상구현봉 코스

Ι 거리 3.0km Ι 난이도 ●●●●●

관리동 ↔ 임도 ↔ 환경센터 갈림길

노스콘도 ↔ 상구현봉 ↔ 노스콘도

비교적 짧은 구간을 편안하게 걸으실 수 있는 코스로 높은 고도 위에서 오크크릭과

스키빌리지의 다릿골 코스까지 연결이 됩니다. 험준한 산세와 좁은 트래킹 코스로 전문 등산

골프빌리지 상다둔 1코스 관리동에서 스키빌리지 다릿골을 연결하는 산책로입니다.
뮤지엄 산을 품은 산 능선이 만들어내는 파노라믹 뷰를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래킹을 즐기는 이들의 도전 정신을 불러 일으키는 상구현봉 코스는 사잇길 코스를 통해
장비 착용 후 트래킹 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