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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로드를 소개합니다 

 

“울릉도에서의 시간은 모두가 다르게 흐릅니다.” 

북적대는 관광지에 머리가 아팠던 적이 있나요? 사진 찍고 관광버스에 몸을 싣는 여행이 아닌, 

울릉도에서 태어나 자란 로컬 가이드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 움직이며, 진짜 울릉도를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울릉로드’는 관광지로서의 울릉도가 아닌 천혜의 모습을 가진 울릉도를 깊숙이 경험하고, 

대자연과 마주한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발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혁신기업 ‘로모’와 울릉도 

마을기업 ‘정들포에 핀 울릉국화’가 함께 기획한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지역주민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를 찾아가거나 계절별 제철 나물에 따른 맛집을 찾아가는 식이죠. 최대한 섬의 속도로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울릉도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럼, 함께 여행하게 되어 반갑다는 말을 전해드리며, 

신청하시기 전, 아래의 안내서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 Romor 



 울릉로드 여행안내서 

2019 ver. 

일정 및 주요 안내 

 

1) 일정  

울릉로드는 2박3일 프로그램이며 현지 상황과 기상 사정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일정을 간략히 참고해주세요 :) 

(1일차) 울릉도 도착 (도동/저동/사동) → 픽업 → OT ”섬과 인사하기” → 점심식사 → 태하마을, 

현포전망대, 예림원 (로컬가이드가 소개하는 진짜 울릉) → 저녁식사 → 숙소 도착 

(2일차) 숙소 픽업 → 삼선암/관음도 → 저동 이동 → 점심식사 → 나리분지, 다온카페 → 울릉 액티비티 

(트랙킹, 스노쿨링, 그 외) → 천부(천연에어컨) → 석포 이동 → 석포독도전망대 → 스페셜 울릉 디너 → 

숙소 도착  

(3일차) 숙소 픽업 → 봉래폭포 → 저동 이동 → 점심식사 → 행남 해안산책로 → 섬과 인사하기 “굿바이 

울릉” → 항구 도착 및 승선 

 

2) 비용 안내 

- 입금 금액 : 30만원 / 1인 기준 (부가세 포함, 대/소인 동일) 

- 입금 계좌 : 140-012-316843 (신한은행, ㈜로모) 

숙박, 차량 렌트 및 운행비, 현지 가이드비, 그리고 마지막 날 저녁 스페셜 울릉 디너 1끼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육지, 해상 교통비를 제외한 현지 여행 프로그램 비용만을 받고 있어요. 

(*선박비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전체 비용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예매 사이트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교통비(육지교통비, 왕복선박비)는 개별적으로 구입해 주셔야 하고, 그 외, 울릉도 내에서 사용하는 

식사비, 입장료 등은 자유롭게 지출하시면 되어요 :)  

 

3) 숙박 안내 

저희가 묵을 곳은 뷰가 아주 훌륭한 펜션이에요. 온돌방 기준이며 3인 1실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숙박은 예약 현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인 1실, 1인 1실의 다른 숙박형태를 원하실 경우 알려주세요. 단,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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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인 1실 사용 시, 1인당 1박 3.5만원 추가비용 발생 

- 1인 1실 사용 시, 1인당 1박 7만원 추가비용 발생 

 

4) 식사 안내 

기본적으로 저희는 맛에 아주 까다로운 팀인데요. 미식가의 입맛을 거쳐 검증된 곳, 특히 현지인이 

찾아가는 맛집을 찾아간답니다. 울릉도에서 직접 채취한 싱싱한 식재료들로 만들고 울릉도에서만 맛 볼 

수 있는 메뉴들을 먹게 될 거에요. 바다가 내 입 속에 들어오는 홍합밥, 따개비밥 한정식, 그리고 제철 

나물파티가 열리는 산나물회 한정식 그리고 마지막 스페셜 울릉 디너까지! 제대로 된 울릉 한 끼를 

맛보러 떠나보아요 :) 

 

 

사전 준비 사항 

 

1) 울릉도 선박 안내 (교통편 안내) 

울릉도로는 총 4개의 항구(경북 포항항, 강원도 동해시 묵호항, 강원도 강릉항, 경북 울진군 후포항)를 

통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울릉도 내에서의 원활한 차량 픽업을 위해서 예약 확정 후 출발항구, 출발시간, 

출발터미널을 알려주세요. 

[참고1] 선박 교통편 예시 

A. 05:40 서울 출발 (포항행) / KTX-산천 451 / 2시간 30분 소요 

B. 08:10 포항 도착 -> 택시로 포항여객선터미널로 이동 

C. 09:50 포항 출항 (도동항행) / 선플라워호 / 3시간 30분 소요 

선박 예매는 아래의 홈페이지 링크 접속 후, 원하는 날짜의 운항시간을 확인해 예약하면 됩니다. 필요 시, 

각 항구까지 운영하는 셔틀버스 및 주차관련 정보도 운항사에 함께 문의하세요.  

[참고2] 예매 링크 https://island.haewoon.co.kr/ 

울릉도는 선박이 결항되거나 운행시간이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출발 1일전 오후에 출항 

여부가 확정되며, 출발 전 날 그리고 당일까지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운행시간을 꼭 확인해주세요! 

https://island.haewo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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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2016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답니다. 꼭꼭! 잊지 말고 

신분증을 지참하세요! 

 

2) 여행자 보험 안내 

현지 진행 프로그램은 보험이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꼭 

가입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3) 상비약 및 개인 특이사항 

저희에게 일반 상비약은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본인에게 꼭 필요한 약품은 가져와 주시고, 저희가 

미리 알아야 할 본인만의 특이사항(알러지 등)은 신청서에 꼭 기입해주세요! 

 

4) 꼭 챙겨주세요  

신분증 (선박 탑승 시), 편한 운동화, 개인상비약(멀미약), 개인 세면도구(수건, 샴푸, 린스 펜션에 구비) 

*해양스포츠 장비(스노쿨링 장비가 있다면 가져오세요!) 

 

 

기타 유의사항 안내 

 

1) 여행일정 앞, 뒤로 중요일정은 비워주세요. 

울릉도는 기상 상황 및 교통 상황에 따라서, 일정 변동이 잦은 지역이에요. 출발을 못할 수도 있고, 출발이 

지연이 될 수도 있죠. 결항으로 인해 울릉도에서 정해진 날짜에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오는 항구가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요. 일정을 가능한 오래 비우고 오세요! 지연/결항 뿐 아니라, 

출발시간이 앞당지기도 해요. 예를 들어, 9시 50분 선박이 갑자기 새벽 6시에 출발한다고 전 날에 문자가 

오기도 하지요. 불편함을 미리 예상하고 오신다면, 그 이후부터는 울릉도의 자연 속에서의 편안함이 

가득할 거에요. 

2) 울릉로드는 현지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울릉로드는 울릉도 현지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울릉도에 도착하셔서 떠나실 때까지의 일정만을 

담당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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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명 이하로 오실 경우, 다른 여행 참가자와 함께 합니다. 

최소 출발 인원은 3명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6명이 함께 여행할 예정입니다. 일정 소화 및 숙소 또한 

함께 이용합니다. 추가 요금을 지불하시면 숙소를 혼자 이용하실 수 있으니 신청서 작성 시 알려주세요 :) 

 

4)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세요! 

여행 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세요.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의 책임임을 잊지마세요 :( 

 

 

취소 및 환불 규정 안내  

⚫ 여행시작일 14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 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100% 환불 

⚫ 여행시작일 8 ~13일전 취소 및 변경(인원, 날짜변경)시 전체 여행경비의 50% 환불 

⚫ 여행시작일 7일전부터는 취소 및 변경(인원, 날짜변경)시 환불 불가 

*입금 전 반드시 취소/환불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예약 취소 접수시간은 평일 오후 1시 ~ 6시 (공휴일/주말 제외)입니다. 

*기상악화로 선박이 결항될 경우 100% 비용 환불이 가능합니다. 출항이 앞당겨지는 경우, 총 

비용의 1/3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 반대로 출항이 지연되어 일정이 연장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개별 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가요? ellen@romor.kr 로 연락주세요. 

울릉도의 해안도로를 따라 동해의 푸른 기운을 받고 천혜의 섬 울릉도를 구석구석 발견하는 아주 

특별한 여정으로 초대합니다! 

mailto:ellen@ro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