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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신나는 어드벤처 프로그램,
관광활성화와 수익창출을 위한 해답입니다
다이나믹 에코테인먼트 짚라인, 이용자와 시공주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 됩니다.

짚라인양양

짚라인이란?
바닥의 뱀이나 벌레, 독성 식물 등을 피해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동하던 정글 원주민들의 교통수단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해외 및
국내에서 인기 높은 차세대 레포츠입니다. 이동할 때 ‘지잎~’하는 소리가 난다고 하여 ‘짚라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플라잉 폭스(Flying Fox), 짚와이어(Zip Wire)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 ‘짚라인’, ‘ZIPLINE’은 짚라인코리아의 고유상표입니다.

짚라인의 가치

짚라인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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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기 없이 사계절 고객 유치 가능

전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넓은 고객층

신개념 여행상품 개발과 수익 창출 효과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여 비수기 주요 고객층인
단체 고객(학교, 기업연수 등)을 유치할 수 있
습니다.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레저 스포
츠로 이용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기존 관광지에 짚라인을 도입, 보는 관광에서
체험형 여행 상품으로 개발하여 수익 등 시너지
효과를 누립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유휴부지의
효과적 활용

지자체를 위한 관광수요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과 수익성을 고려한 코스 재구성 및
효율적인 리모델링 가능

개발이 어려워 방치해 둔 삼림지대 및 유휴
부지의 효율적 활용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
습니다.

기존 관광상품을 연계한 관광 클러스터 개발을
통해 관광객 수요 및 인근상권 소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설물을 안전 규정에 맞춰
리모델링 해드리며 오래된 시설을 경제적, 효
율적으로 변경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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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ZIPLINE KOREA

컨설팅부터 시공, 운영까지 지원하는 One - stop 서비스
짚라인코리아이기에 가능합니다

함부로 모방할 수 없는
짚라인코리아만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짚라인 도입에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입니다.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기술을 갖춘 에코테인먼트 기업, 짚라인코리아가 앞서갑니다.
SAFE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PLAINNNG &
CONSTRUCTION

PLAINNNG &
CONSTRUCTION

COMPANY
INTRODUCTION

DYNAMIC ECOTAINMENT

MARKETING &
CONSULTING

짚라인코리아만의 특장점
독자적인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짚라인 전문기업으로서, 함부로 모방할 수 없는 짚라인코리아만의 특별한 자부심을 보여
드립니다.

MANAGEMENT

시설운영기

사업 기획
업무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다

안전에 만전을 기하다

짚라인 전문기업의
남다른 자부심

짚라인 기술개발 기업의
앞선 자부심

짚라인 무사고 기업의
특별한 자부심

MANAGEMENT

교육·영업
업무

레저문화에 한 획을 긋다

EDUCATION &
TRANING

EDUCATION &
TRANING

복잡한 인허가 업무로 인한 불편함이나 설계 시공업체, 운영업체를 별도로 선정하는 번거로움이 모두 사라집니다. 시설 도입
전 준비단계부터 수익성 분석, 마케팅 전략과 현장 교육, 유지·보수 등 짚라인에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업, 짚라인코리아에 맡기시면 됩니다.

MARKETING &
CONSULTING

제공서비스

교육훈련 및 영업 홍보,
운영대행 서비스 등
숙련된 운영 노하우 제공

시설 공사
업무

시설도입기

수익성 위주의 컨설팅 및
사업계획 수립, 체계적인
운영 매뉴얼 지원

●

짚라인 관련 업계 최초로 ISO 9001(품질

●

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 시스템)

국내 유일 짚라인 설계 및 시공 전반에 관한

●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시설 도입
업무

짚라인 전문기업만의
최적화된 설계,

코리아의 경우 현재까지 무사고 운영으로 안
●

●

시공 및 사후관리

타사의 경우 시공미숙,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사사고가 매년 발생되고 있는 반면, 짚라인

시설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브리텍, 건국대학교 동역학연구센터와 함께

국내는 물론 아시아 최초의 짚라인 전문기업

짚라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으로 국내 최초 짚라인 전용코스를 설치, 운영

해외 인력 초청 등의 낭비 없이 시공기간을

하였습니다.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

정확한 설계 및 시공, 시설 환경 분석 및 효율
적인 브레이크 시스템 활용 등 안전을 최우선
으로 고려합니다.

도입검토기

●

사업 전 입지 선정 등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
각종 인허가 및 행정업무 수행

‘짚라인, ZIPLINE’ 상표를 독점 사용할 수 있

●

짚라인 전용 하네스와 짚라인 시설물 와이어

습니다.

장력조절장치를 국내 최초로 개발 및 특허

※‘짚라인’, ‘ZIPLINE’는 짚라인코리아의

등록하였으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양

준수한 교육훈련으로 훈련 미비에 의한 사고

산, 상용화하였습니다.

를 방지합니다.

등록 상표입니다.

●

ACCT(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의 기준을

(상표 제0762822호, 상표 제07628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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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DYNAMIC ECOTAINMENT

ZIPLINE KOREA

PLAINNNG &
CONSTRUCTION

짚라인 관련 전문기술 특허를 가진 기업
국내에서는 오직 짚라인코리아 뿐입니다

짚라인용인

SAFETY
MANAGEMENT

짚라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다수의 특허 및 인증을 획득했으며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기관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추구합니다.

MARKETING &
CONSULTING

지적재산권
국내 업계 최초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해외 시공기술의 국산화를 이룬 기업! 짚라인코리아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짚라인
시공 분야에서 해외 기업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을 자랑합니다.

EDUCATION &
TRANING

특허

MANAGEMENT

와이어를 이용한 레저용
비행 시설물 짚라인 시설 특허

비행용 착용복
짚라인 하네스 특허

증명서

짚라인 시설물 와이어
장력조절장치 특허

비상 구난장비를 포함한
짚라인 특허

설치가 용이한
짚라인 특허

국제인증
ISO 9001
매뉴얼화 된 시공 및 운영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짚라인문경

ISO 14001
친환경 레포츠 기업의 의무 수행을 통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ERi 한국
독점사업권자 증명서

ZIPLINE 아시아
독점사업권자 증명서

정식회원 등록 협회
KODLA(Korea Descent Leisure Association, 사단법인한국하강레저협회) 회장사
KODLA는 국내 하강레저 시설안전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안전사업 지원 및 하강레저
관광지역 자립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짚라인코리아는 KODLA의 회장사로서
협회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ACCT(Association for Challenge Course Technology, 미국 챌린지코스 기술협회) 정회원
ACCT는 챌린지코스 산업 전반의 안전 시공 및 운영 기준의 제정, 안전검사, 컨퍼런스 개최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기관입니다. 짚라인코리아는 ACCT의 정식 회원사로, 설계에서
부터 자재의 선택, 시공 및 운영 전반에 걸쳐 ACCT의 기준을 준수합니다.
PRCA(Professional Rope Course Association, 미국 전문로프코스협회) 정회원
PRCA는 업계 최초 ANSI(미국국립표준협회)로부터 공인표준 개발자(ASD)로 인정받은 로프챌린지
코스 협회로 로프를 활용한 다양한 코스 개발을 지원하며 설치, 검사, 운영, 교육, 인증과 관련된 업
계 표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짚라인코리아는 PRCA의 엄격한 표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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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ZIPLINE KOREA

사전답사에서 정식운영까지
전 과정을 빈틈없이 진행합니다

시공표준 및 안전규정의 정립
설계 단계부터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최적의 코스와 안전하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체계적, 통합적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국제 시공표준 및 안전규정에 의거하여 정확하고 철저하게 짚라인을 설계하고 시공합니다.
SAFE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PLAINNNG &
CONSTRUCTION

PLAINNNG &
CONSTRUCTION

COMPANY
INTRODUCTION

DYNAMIC ECOTAINMENT

MARKETING &
CONSULTING

설치계약

기후적 여건을 분석하고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합니다.

국내 레저스포츠 분야는 아쉽게도 아직 시공표준 및 안전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시설을 마구잡이로 시공할 경우 인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짚라인코리아는 ACCT의 기슬표준에 따라 짚라인을 설계·시공하며 그 밖에 국제 시공표준과 안전규
정을 준수합니다.

부지의 용도 및 각종 인허가,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수익 요소 분석으로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MANAGEMENT

MANAGEMENT

타당성 검토

본격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에 앞서 짚라인 설치 부지 확인 및 설치 가능 지역 답사를 실시하여 지리적,

EDUCATION &
TRANING

EDUCATION &
TRANING

사업설명 / 부지 사전답사

주요 적용 기준

MARKETING &
CONSULTING

업무 PROCESS

짚라인 설치 타당성 검토 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설치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 체결 후 당사 기술진이
현장을 방문, 실사를 거쳐 LAYOUT을 확보합니다.

짚라인제주

기본·실시설계
자재발주 / 인허가 진행

전체 코스에 대한 디자인과 설계 작업을 실시합니다. 정확한 구조 계산 및 시뮬레이션을 거쳐 강도와 장
력 값을 도출하여 이에 맞는 자재를 선별하여 발주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부지의 인허가 사항을 확인
하고 필요한 행정업무를 진행합니다.
기본 시공표준
ACCT 제정 표준
(Challenge Course and Canopy /
Zip Line Tour Standards)

코스 및 부대시설
시공 / 개장준비

미 로프코스 전문가 협회

미 시험재료 협회

구조형상설계

최소하중 설계

삭도규정 적용

기타설계시공

미국 강철구조 협회(AISC)

미국 엔지니어학회
(ASCE) 7호 규정 적용

미국 표준협회(ANSI)
Aerial Tramway B77 규정 적용

국제 건축규정(IBC)
2006 기준 적용

코스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고 전문 가이드 교육과 센터운영 교육을 실시합니다. 해당 교육 내용은 종합
매뉴얼을 통해 현장에 보급하고 개장일에 맞춰 홍보 방안을 마련합니다.

협력업체 / 연구협력 기관
시운행 문제점 보완
및 준공검사

정식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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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전 마지막으로 준공검사를 의뢰하고 시운영을 통해 개장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실시합니다.

개장 후 정식 운영을 통해 고객 반응을 조사하고 단체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영업 방안을 마련하며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합니다.

짚라인코리아는 해외 유수 기업들과의 기술교류를 통하여 관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국립 평창청소년 수련원
과 함께 국내 관련분야 매뉴얼 제작, 각 대학과의 산학협력 및 국민여가관광진흥회와 협력을 통하여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법제화
추진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Head Rush Technologies

Project Adventure Japan

ZIPKEA

KristallTurm®

Experiential Resources, Inc.

Zipline International,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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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COMPANY
INTRODUCTION

DYNAMIC ECOTAINMENT

ZIPLINE KOREA

PLAINNNG &
CONSTRUCTION

PLAINNNG &
CONSTRUCTION

안전을 위해 더욱 진화된
짚라인 시공 기술과 노하우를 선보입니다

SAFE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안전하고 정확한 시공을 위한 짚라인코리아만의 전문 노하우를 보여 드립니다.

EDUCATION &
TRANING

MARKETING &
CONSULTING
EDUCATION &
TRANING

짚라인코리아만의 특화된 기술

MARKETING &
CONSULTING

안전을 위한 전문 기술

기계식 브레이크 시스템 Mechanical Brake System
지형 및 기후를 고려한 안정적인 착지 유도

MANAGEMENT

장력 계측 시스템 Tension Measuring System

탑승장비 회수 시스템 Zipline Gear Rretrieval System

와이어의 수축 팽창에 대비한 사전 계측과 대처

원활한 코스진행을 위한 자동 장비 회수

금속자재 특성상 짚라인 와이어는 계절 변화에 따라 수축과 팽창을

장거리 코스의 경우 이용객이 탑승 시 착용한 장비가 빠르게 회수되지

반복하며, 이러한 장력의 변화는 비행속도와 도착위치에 영향을 주게

않을 경우 다음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코스진행이 지체될 수

됩니다. 짚라인코리아는 이러한 와이어의 변화를 사전에 계측하고

밖에 없습니다. 짚라인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장비 자동 회수 시스템을

케이블의 처짐을 조절하여 탑승자의 도착지점 랜딩 시 속도를 조절

적용하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이용객의 편의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높입니다.

출도착 DECK 시스템 Stating/Landing Deck System

비상구난 장비 시스템 Zipline Emergency Rescue System

철저한 계산에 의한 안전한 출도착 데크 시스템 구축

모터 및 회전식 롤러를 활용한 자동 탈착식 구난 장비

현장 상황 및 기후조건, 출도착 고도차를 고려한 자재 선택 및 시공,

짚라인코리아만의 특허 시스템으로 탑승자가 하강하는 도중에 멈췄을

중력 브레이크 시스템 Gravity Braking System

안전한 랜딩을 위한 충분한 여유공간 확보, 짚라인 이동 속도를 감안한

경우, 가이드의 이동이나 무게추의 사용 없이도 회전식 모터식 롤러

장력 계측기를 통한 와이어 튜닝

인체에 어떤 무리도 없는 랜딩을 위한 충격완화 시스템

랜딩데크의 경사각 설계 등 출발부터 도착하는 순간까지 안전을 위해

구난장비가 탑승자의 트롤리에 자동으로 체결되어 신속하고 안전하게

탑승 와이어의 외부환경, 손상 또는 마모에 의한 장력의 변화가 생겼

와이어에 브레이크를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도착지 부근에서 최고

철저히 계산하고 세심하게 배려합니다.

구조합니다.

을 시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며, 주기적인

속도 대비 90% 이상 감속되어, 기존의 강제 브레이크 방식에 비해

측정을 통해 와이어 튜닝의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사고 위험성이 낮습니다.

지속적으로 작동하며, 탑승자의 체중에 따라 자동적으로 감속되어 안전한 착지가 가능합니다.

짚라인 시뮬레이션 시스템 Zipline Simulation System

스프링 브레이크 시스템 Multi–rate Spring Brake System

짚라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철저한 데이터 분석

편안한 느낌의 착지를 위한 다중 스프링 구성

설치될 주변지역의 지형, 낙차, 풍향, 풍속 등 탑승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비행거리와 각도 별로 다양한 완충력을 지닌 스프링을 다중 구성하여

요인 데이터를 분석하고, 과학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하

착지 시 불쾌한 충돌느낌을 완화시켜 주며, 스프링 사이에 스페이서를

게 설계/시공합니다.

장착해 스프링의 마모를 줄입니다.

짚라인 와이어 튜닝 Pole & Wire Technology

10

MANAGEMENT

착지가 불편한 고경사 지형 또는 높은 풍속 등 기후의 영향으로 비행속도가 제어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비, 바람, 눈 등 어떠한 외부환경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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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ZIPLINE KOREA

PLAINNNG &
CONSTRUCTION

탑승장비의 구성

PLAINNNG &
CONSTRUCTION

작은 장비 하나에도 안전을 향한
짚라인코리아의 세심함이 엿보입니다

SAFETY
MANAGEMENT

수준 미달의 탑승 장비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제공인인증을 획득한 장비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SAFETY
MANAGEMENT

COMPANY
INTRODUCTION

DYNAMIC ECOTAINMENT

트롤리(Trolley or Pulley)
일종의 도르레 역할을 하는 장비로
랜야드와 퀵드로우 세트를 카라비너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회수 중 탑승이

MARKETING &
CONSULTING

불가능한 고정식과는 달리 탈착식

안전모(Helmet)

제품으로 여러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기에

탑승 고객의 머리를 보호해

짚라인코리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증서입니다.

MARKETING &
CONSULTING

장비 안전 인증

유리하며 추락방지를 위해 카라비너에

주는 보호장구. 암벽 등반용으로

2중으로 연결됩니다.

개발되어 내구성이 월등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리사이즈 제품입니다.

텐덤 스피드 CE 인증 1

텐덤 스피드 CE 인증 2

MANAGEMENT

MANAGEMENT

EDUCATION &
TRANING

EDUCATION &
TRANING

커넥션 패스트 CE 인증

랜야드(Lanyard)

헬멧 안전 인증

하네스와 와이어를 이어주는
메인 안전선으로 트롤리와 하네스를
카라비너로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한쪽 고리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짚라인 탑승 중 방향타 역할을 합니다.

퀵드로우 세트(Quick Draw Set)
하네스의 가슴 부분에 체결되어 랜야드를
보조하는 안전장치이며,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2중 지지선 역할을 담당합니다.
퀵드로우 인증서

하네스 안전 인증 1

하네스 안전 인증 2

하네스 안전 인증 3

하네스(Harness)
당사 직접 개발(특허제품, 당사 독점 사용)
암벽 등반용 하네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타사와는
달리, 사선으로 하강 이동하는 짚라인의
특성 및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를 고려하여
개발하였습니다. 2중 버클로 제작되어 안전도는
카라비너 인증서

로버트슨 트롤리 인증서

높이고 빠른 시간 내에 착용/해제가 가능합니다.

카라비너(Carabiner)
랜야드의 상하에 각각 트롤리,
하네스를 연결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결속용 장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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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ZIPLINE KOREA

PLAINNNG &
CONSTRUCTION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를 통해
사고의 위험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통제합니다

SAFETY
MANAGEMENT

시설 및 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체 및 복구 등 즉각적인 조취를 취하여
365일 최고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WE’RE THE FIRST

MARKETING &
CONSULTING

독자적인 시설 및 장비개발로부터 정확한 설계와 철저한 시공에 이르기까지
아시아 최초 짚라인 전문기업이기에 기술도 자부심도 남다릅니다.

EDUCATION &
TRANING

점검 및 보수

MANAGEMENT

정기점검 Regular Inspection
운영 중 정기점검을 통하여 데크시설 및 지주, 와이어 마모 등 확인 조치
데크 및 와이어, 지선 등에 노후되거나 훼손된 곳은 없는지, 브레이크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짚라인 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철저한 시설물 관리와 파손 및 고장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운영 상의 차질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유지보수 Maintenance

장비 전수검사 Total Inspection of Zipline Gear

정기적 점검 후 와이어를 비롯한 전체 시설의 손상복구 및 교체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모든 장비의 불량 및 노후화, 손상 등 점검

분기별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며 이동경로, 계단 등 시설

매월 정기적으로 장비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혹시나 모를 사고 예방에 만

유지보수를 실시합니다. 또한 6개월 ~ 1년마다 시설물 안전검사(교통

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안전공단), 2년마다 와이어 교체(ACCT 규정사항) 등을 시행합니다.

짚라인용인
15

COMPANY
INTRODUCTION

ZIPLINE KOREA

고객의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수익 극대화 방안을 제안합니다

부지의 용도 및 각종 인허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영업 방안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수익강화 방안을 제시합니다.
SAFE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본격 시공에 앞선 면밀한 분석
수익성 기반의 철저한 계획을 세웁니다

PLAINNNG &
CONSTRUCTION

PLAINNNG &
CONSTRUCTION

COMPANY
INTRODUCTION

DYNAMIC ECOTAINMENT

MARKETING &
CONSULTING

수익성 강화방안

MARKETING &
CONSULTING

사전타당성 검토

지형분석

주변 환경분석

단체 고객 적극 유치

패키지 프로그램 구성

전문 마케팅 루트 구축

인근 대도시와의 접근성, 행정구역 상 위치 등을

지반 검사 및 GPS 측량 실시를 바탕으로 환경

타 관광시설 및 인근 관광 인프라를 검토하여

단체 관광객 이용 유도를 위해 학교, 기업 대상

인근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관광

블로그,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한 광범위한 언론

확인하여 고객확보가 용이한 입지를 선정하고

보호, 토목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계 동선을 확인합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영업 실시, 재방문율이 높은 단체의 전담 영업

클러스터 구축, ‘교통 - 식사 - 체험 - 숙박’을

마케팅, 기업 및 학단 등 FIT 영업을 통해 전문

관련 인허가 대책을 강구합니다.

코스 레이아웃을 실시합니다. 고객만족을 높일

의 성향을 분석하고 군부대나 유해시설 등 주변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 매출 증대를 유도합니다.

적, 효율적으로 고객을 유치합니다.

수 있는 부대시설 설치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제한지역과의 거리를 확보합니다.

MANAGEMENT

MANAGEMENT

EDUCATION &
TRANING

EDUCATION &
TRANING

입지분석

고객만족도를 높이는 이벤트 프로그램
지루함과 긴장감을 해소하고 결속력을 높여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드립니다.

코스진행 프로그램
•간단한 퀴즈, 게임, 미션 등을 통해 긴장 해소
•짚라인 비행 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게임을 마련, 팀 간 결속력 증대

마케팅분석

시공 LAYOUT 및 예상 견적 산출

기타

주요 고객층을 예측해보고 주변 관광 인프라

지형분석 결과 및 주변 환경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근 대학 / 연구기관과의 산학 연계 가능성을

와의 클러스트 구축 시 부가가치 창출 효과를

짚라인 코스 레이아웃을 실시하고 본격 시공에

검토하고 운영 인력 채용 방안 강구 및 채용에

비롯한 예상 수익을 산출합니다. 효과적인

따른 예상 견적을 산출 및 보고합니다.

따른 교육훈련 계획을 세웁니다.

마케팅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을 제안합니다.

•지역을 주제로 한 다양한 퀴즈(특산물, 관광명소, 유적 등)
•퀴즈 정답자 및 미션 수행 우수자에게 포인트 부여 및 상품 제공

팀워크 프로그램
•기업, 학교 등 단체고객에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협동과 단합이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 도입
•코스 도중 운영함으로써 팀워크 강화 및 리더십, 단결력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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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HE BEST
성공적인 수익사업을 위한 정확한 진단과 전문 컨설팅 서비스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서 생각하고 먼저 준비합니다.

짚라인양양

COMPANY
INTRODUCTION
PLAINNNG &
CONSTRUCTION

고객의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 현장 운영요원을 배양합니다

짚라인 안전교육 Safety Training

위기상황 시뮬레이션 및 반복 훈련

현장 운영인력의 안전불감증이나 방심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몸에 익히고 현장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주지하고 다양한 상황 별 위기대처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직영 현장에서 안전교육 실습 과정을 반복

요령을 교육합니다.

훈련합니다.

사고상황 훈련 Accident Situation Training

MANAGEMENT

MANAGEMENT

EDUCATION &
TRANING

현장운영 교육 Field Operating Traning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처법 및 위기관리 요령

MARKETING &
CONSULTING

MARKETING &
CONSULTING

고객응대, 장비사용 및 코스 진행, 위기 상황 대처요령 등 짚라인 현장 센터 및 코스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하여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SAFETY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ZIPLINE KOREA

PLAINNNG &
CONSTRUCTION

EDUCATION &
TRANING

COMPANY
INTRODUCTION

DYNAMIC ECOTAINMENT

ACCT 전문 교육 매뉴얼 정규교육

현장 상황에 특화된 업무 능력 배양

사고 상황 및 고객 상태별 모의훈련

사고상황 사례 매뉴얼 및 긴급대처 능력 평가

ACCT의 가이드 교육 매뉴얼에 따라 전문교육을 수료한 가이드들만 운영

예약, 정산, 비품 관리 및 전화 응대 등 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업무에서

사고 발생 시 고객을 안정시키는 방법, 고객의 상태 별 구조 요령 등의 교육을

사고상황 사례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안전장비 보관상태와 긴급

업무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부터 인력 로테이션,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오프라인 홍보 등 고객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구조 대응할 수 있도록 모의훈련을 반복

대처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비할 수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들의 업무 스킬을 교육합니다.

합니다.

있도록 지원합니다.

응급조치 훈련 Emergency Measure Training

진행가이드 교육 Zipline Guide Training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팀 전담 가이드

원활한 코스진행을 위한 완벽한 이해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탑승장비에 대한 이해 및 장비의 착용법 등 짚라인 탑승 완료까지 고객

이용객의 장비착용을 위한 안내요령 교육, 고객 대상 별(연령, 성별,

매년 지역 소방서와 연계하여 긴급 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지혈, 붕대법,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팀당 2명의 가이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팀 구성 등) 코스 진행 요령 등 원활한 코스 진행과 안전을 위해 고객에게

실시하는 다양한 응급조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주지시켜야 할 사항을 전수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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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INTRODUCTION
PLAINNNG &
CONSTRUCTION

전문 노하우와 마케팅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은 물론 시설관리와 교육 등 전반적인 시설운영을
도맡아 드립니다.

MANAGEMENT

EDUCATION &
TRANING

MARKETING &
CONSULTING

SAFETY
MANAGEMENT

DYNAMIC ECOTAINMENT

위탁운영의 필요성
레저스포츠 시설 운영 사업의 특성상 안전관리와 직원교육, 고객응대, 국내외 고객대상 영업 등 각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며
만일의 사고 상황에 대비한 응급조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전문 요원의 상주가 요구되어집니다. 짚라인코리아는 효과적인 종합
마케팅 수행 및 인력 수급과 운영 관리가 어려운 고객사에 위탁운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탁운영의 방식
전부 위탁방식

일부 위탁방식

고객 유치 및 홍보직원 채용, 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기타 일체 등

직원교육 및 시설 유지보수 관리만을 위탁업체가 수행, 이를 제외한

시설 운영의 전 업무를 위탁 업체가 책임 진행

나머지 업무 일체는 발주처 소속 인원이 전담 진행

위탁운영 시 기대효과

효율적 운영

전문적 마케팅

고객 응대 및 관리 노하우, 주기적 · 즉각적 시설 관리,

효과적인 언론 홍보, 공격적 마케팅,

운영 시스템 공유, 가이드요원 전문 교육훈련

인근 관광시설 클러스터화, 단체고객 지속 유치

전문 회사 운영대행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가능

22

짚라인코리아㈜는
사단법인한국하강레저협회 회장사로서
재단규정을 준수합니다.

당사 실적

풍부하고 월등한 타당성 검토 및
설계시공 경험 실적이 곧 실력입니다
성공적인 짚라인 시공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업 경험!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할수록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시공분야 실적
2008
2011

짚라인문경(문경 불정자연휴양림)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9개 코스 총 1.53km–제반시설 포함)

2012
2013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짚라인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658m–보수)

2014

짚라인충주(충주 문성자연휴양림)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3개 코스 총 874m / 흔들다리 1개 코스 총 75m)
짚라인용인(용인 용인자연휴양림)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6개 코스 총 1.24km)
짚라인설악(고성 델피노골프앤리조트)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426m)
울산발리 울산온천 짚라인 설치공사(코스형 2개 코스 총 200m)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짚라인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3개 코스 총 722m - 보수)

2015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짚라인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2개 코스 총 150m)
짚라인청도(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620m)
증평좌구산줄타기(증평 좌구산자연휴양림)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5개 코스 총 1.2km)

2016
2017

서울 강북소방서 소방안전체험 짚라인 설치공사(체험형 짚라인 1개 코스 총 7m)

2018

짚라인가평(칼봉산자연휴양림)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7개 코스 총 2,298m / 흔들다리 1개 코스 총 120m)
전남 곡성군 가정역 짚라인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740m)
전남 완도군 완도타워(다도해일출공원) 짚라인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600m)

짚라인제주(제주 다희연)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4개 코스 총 620m / 흔들다리 1개 코스 52m)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짚라인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250m)
짚라인양구(양구 파로호습지 한반도 섬)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1,500m)
대전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짚라인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1개 라인 총 120m)
짚라인양양(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1,160m)
안동학생야영수련원 짚라인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총 100m)

전남 곡성군 압록유원지 짚라인 설치공사(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총 232m)
과천 서울랜드 기린나라 짚라인 설치공사(코스형 짚라인 1개코스 2개 라인 총 90m)

총 66코스 16,759m / 2018년 9월 현재

실시설계분야 실적
2008
2011

짚라인문경(문경 불정자연휴양림) 코스형 짚라인 9개 코스–제반시설 포함

2012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짚라인양구(양구 파로호습지 한반도 섬) 장거리형 짚라인 1개코스 2개 라인

2013

짚라인양양(양양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대전동구청소년자연수련원 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안동학생야영수련원 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2014

짚라인충주(충주 문성자연휴양림) 코스형 짚라인 3개 코스 / 흔들다리 1개 코스
짚라인용인(용인 용인자연휴양림) 코스형 짚라인 6개 코스
짚라인설악(고성 델피노골프앤리조트) 장거리형 2개 코스 2개 라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코스형 짚라인 3개 코스
울산발리 울산온천 코스형 짚라인 2개 코스
인천 강화 숲속의향기 자연휴양림 코스형 짚라인 8개 코스

2015

용인 신원리 에코파크 장거리형 짚라인 2개 코스
부산 기장군 코스형 짚라인 6개 코스
증평좌구산줄타기(증평 좌구산자연휴양림) 코스형 짚라인 5개 코스
짚라인청도(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 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 야영수련장 코스형 짚라인 2개 코스
서울 강북 소방서 소방안전체험 체험형 짚라인 1개 코스

2017

춘천의암호 레저타운 짚라인 장거리형 짚라인 2개 라인
과천 서울랜드 기린나라 짚라인 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전남 신안군 자은도 짚라인 코스형 짚라인 7개 코스 / 흔들다리 1개 코스
전남 곡성군 압록유원지 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2라인

2018

짚라인가평(칼봉산자연휴양림) 코스형 짚라인 7개 코스 / 흔들다리 1개 코스
전남 완도군 완도타워(다도해일출공원) 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전남 곡성군 가정역 코스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짚라인제주(제주 다희연) 코스형 짚라인 4개 코스 / 흔들다리 1개 코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병영체험시설 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 챌린지 코스 9개 코스
거창월성청소년수련원 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 2개 라인

당사 실적

정확한 진단과 분석
성공적인 수익사업의 기준이 됩니다
수많은 지자체와 기업들이 짚라인코리아의 전문적인 분석과 컨설팅 서비스를 선택했습니다.

타당성검토 실적
2009 중국 청우수상레저 사업장

충북 충주시 문성자연휴양림

서울 도봉구 북한산 국립공원

강원 고성군 델피노골프앤리조트

강원 평창군 평창유스호스텔

경북 포항시 오도리해수욕장
충북 천안시 테딘워터파크

2010

충북 금산군 하늘물빛정원 외 다수

2016 사이판
행정복합중심도시 전망시설~인덕공원

전남 곡성군 섬진강 유역

경남 김해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경기 과천시 서울랜드

전남 여수시 오동도 주변

강원 홍천군 대명비발디파크

베트남 붕따우 지역

원주 간현관광지

경북 문경시 STX리조트

경기 용인시 예아리박물관

제주시 애월읍

경남 남해군 편백자연휴양림

서울 상암 월드컵공원

동해항 3단계

포천 아트밸리

신안군 자은도

2011 강원 화천군 산천어축제장
경남 거제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2017 춘천 의암호 레저타운

울산시 대왕암공원

2014

경북 울릉군 울릉도 전역

금산 치유자연휴양림

경남 거제시 거제자연휴양림

전남 강진군 가우도

경기 파주시 영산수련원

부산 기장군 주변

인천 경제자유구역

경남 김해시 가야랜드

경북 울진군 북면개발사업

강원 원주시 간현관광지

경기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경북 안동시립박물관

괌 Sheraton Laguna Resort

경기 가평군 호명호수

경기 양주시 감악산 인근

강원 평창군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평창 켄싱턴프로라 호텔

전북 진안 써미트

횡성 웰리힐리파크

전남 곡성 가정역

강화 자연휴양림

전남 완도 완도타워

2012 서울 용산구 현대아이파크몰

전남 여수 신덕동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경기 남양주 비전힐스
강원 원주 오크밸리

2013 강원 양구군 두타연
대구 이월드

2018 경남 거제시 도장포마을

2015 강원 평창군 평창읍 인근 외 4개 부지

전남 여수 엑스포

경기 용인시 에버랜드 인근

강원 평창 알펜시아

강원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제주 나인리조트

전남 담양군 메타프로방스

광주 송산유원지

경남 창원시 쏠라타워

짚라인문경

국내 최대 규모, 아시아 최초의 짚라인

짚라인문경
해발 487m, 백두대간의 중심! 불정자연휴양림에서 즐기는 9개의 짚라인 코스!
짚라인문경은 아찔한 능선과 계곡의 조화 속에서 짚라인 고유의 매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짚라인문경 개요
개 장 일 │ 2009년 2월 19일
소 재 지 │ 경상북도 문경시 불정동 산64 불정자연휴양림 內
시설 구성 │ Normal Type 9개 코스(총 1.53km) 및 고객센터, 식음료매장 外
수용 인원 │ 연간 약 180,000명 수용 가능
언론 소개 │ 약 250여 회 이상(신문, 방송, 잡지 등)

특이 사항 │·국내 / 아시아 최초의 짚라인 시설로
현재 국내 최대규모
      ·당사가 직접 설치 및 운영 중
      ·문경시와 MOA 체결, 매년 2월 19일을 문경시 지정
‘짚라인의 날’로 선포

짚라인문경

ZIPLINE MUNGYEONG COURSE MAP

Course

1

Basic Course

Course

2

Forest Road Course

Course

3

Mountain Scenery Course

코스길이 125m   난이도

코스길이 126m   난이도

코스길이 166m   난이도

짚라인 9개 코스 중 처음 탑승하는 코스. 비행도
중 작은 계곡을 건너며 탑승방법을 익히는 코스

불정산 구비구비를 넘나드는 숲길을 따라 설계
되어 깊은 숲속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코스

짚라인문경 최대의 경관을 자랑하는 코스. 불정
산의 산세와 경치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코스

Course

4

Valley 1 Course

Course

5

Challenge Tower Course

Course

6

Valley 2 Cours

코스길이 106m   난이도

코스길이 82m   난이도

코스길이 86m   난이도

깊은 계곡을 가로지르며 짚라인만의 스릴을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코스

랜딩 데크로 착지하는 다른 코스와는 달리 건물
3층 높이의 챌린지 타워에 착지하는 난코스

계곡을 따라 활강비행에 도전하는 코스. 빽빽
하게 솟구친 나무 사이로 빠르게 날아가며 상쾌
함과 짜릿함을 느끼는 코스

Course

7

Above Forest Course

Course

8

Super Flying 1 Course

Course

9

Super Flying 2 Course

코스길이 101m   난이도

코스길이 201m   난이도

코스길이 360m   난이도

나무사이로 낮게 비행하며 한 마리 새가 된 듯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코스

200여 미터를 단숨에 비행하는 고난이도를 자랑
하며 자심감과 용기를 키워주는 코스

짚라인문경의 최종 코스이자, 최장 코스로 전체
코스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코스

짚라인용인

울창한 숲 속 쾌적한 쉼터에서 숨쉬는 1,238m의 짜릿한 순간

짚라인용인
짚라인용인이 위치한 용인자연휴양림은 해발 562m 정광산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등 안락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도심과 가까워 어른, 아이가 모두 좋아하는 숲 속 놀이터입니다.

짚라인용인 개요
개 장 일 │ 2014년 8월 29일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로 220
시설 구성 │ Normal Type 6개 코스(133~330m)
수용 인원 │ 연간 약 200,000명 수용 가능

특이 사항 │·서울 및 수도권 고객의 접근이 용이한 용인에 위치
      ·장력측정 시스템 적용 설치를 통한 짚라인 와이어 튜닝
    

·각 코스별 새의 이미지를 적용하여 코스 이용의 재미를 높임

    

·용인자연 휴양림 내에 위치하며 목재문화 체험관, 캠핑,

     

어드벤쳐 코스 등을 함께 이용가능

짚라인용인

ZIPLINE YONGIN COURSE MAP

Course

1

Pheasant Course(꿩 코스)

Course

2

Egret Course(백로 코스)

Course

3

Falcon Course(매 코스)

코스길이 138m   난이도

코스길이 133m   난이도

코스길이 290m   난이도

짚라인용인의 6개 코스 중 처음으로 탑승하게 되는
코스. 강인함을 상징하는 꿩처럼 작은 계곡을 건
너며 탑승방법을 익히고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코스

고결함과 우아함의 상징인 백로처럼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여유롭고 우아한 자세로 천천히
비행하며 용인 자연휴양림의 아름다운 산세와
경치를 감상하는 코스

전체 코스 중 두 번째로 길며, 가장 속도가 빠른
고난이도의 코스. 한 마리의 매가 된 듯 고속으로
급하강 비행을 즐기며 용기와 자신감을 키우는
코스

Course

4

Red Crowned Crane Course
(두루미 코스)

Course

5

Eagle Course(독수리 코스)

Course

6

Albatross Course
(알바트로스 코스)

코스길이 209m   난이도

코스길이 138m   난이도

코스길이 330m

난이도

가볍게 날아올라 물가에 사뿐히 내려앉는 두루
미가 된 기분으로 깊은 계곡을 자유로이 넘나
들며 짚라인의 짜릿함과 상쾌함을 온 몸으로
체험하는 코스

나무 위를 미끄러지듯 낮게 활강하며 비행하는
코스.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가 된 듯 자신감
넘치는 비행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
만점의 코스

가장 멀리 나는 새로 유명한 알바트로스를 연상
시키는 짚라인용인의 최종코스이자 최장코스.
전체 코스 중 난이도가 가장 높지만 짚라인의
매력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는 코스

짚라인충주

탄금대에서 가야금 줄을 타듯 하늘을 가르는 짜릿하고 다이나믹한 짚라인

짚라인충주
짚라인충주는 자주봉산에 둘러싸여 아늑한 정취를 품고 있는 문성자연휴양림 내에 위치해 있어 목재체험장과
오토캠핑장, 모노레일과 함께 다양한 체험요소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짚라인충주 개요
개 장 일 │ 2014년 8월 1일

특이 사항 │·코스형 짚라인에서는 최장길이인 505m 설치(4코스)

소 재 지 │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리 산 67-1

      ·흔들다리 코스(75m)를 병행 설치하여 코스형 짚라인의

시설 구성 │ Normal Type 3개 코스(160~505m) 흔들다리 1개 코스(75m)
수용 인원 │ 연간 약 200,000명 수용 가능

     

재미를 배가

짚라인충주

ZIPLINE CHUNGJU COURSE MAP

Course

1

Basic Course

Course

2

Suspension Course

코스길이 160m   난이도

코스길이 75m

작은 계곡을 건너며 탑승방법을 익히고 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짚라인충주의 첫번째 코스

스릴 넘치는 흔들다리를 건너며 자주봉산의 산세와 문성자연휴양림의
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

Course

3

Valley Course

코스길이 208m

난이도

200여 미터의 짚라인을 단숨에 비행하는 고난이도를 자랑하며 자신감과
용기를 키울 수 있는 코스

Course

4

난이도

Super Flying Course

코스길이 505m   난이도
짚라인충주의 최종코스이자 최장코스로 짚라인의 매력을 오래도록 간직
할 수 있는 고난이도 코스

짚라인양구

국내 최초 탑승장비 회수시스템 설치

짚라인양구
파로호를 조망하며 하늘을 가르는 750m의 쾌속 활강! 지면에서부터 총 65m 높이에서 출발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아찔한 스릴감을 느끼며 호수의 빼어난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짚라인양구 개요
개 장 일 │ 2013년 12월 6일
소 재 지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동수리 407-3
시설 구성 │ 짚라인 1개 코스(750m) 2개 라인
수용 인원 │ 연간 약 200,000명 수용 가능

특이 사항 │·평지형 지형 극복을 위한 30m급 출발데크 설치
      ·장력측정시스템 적용 설치를 통한 짚라인 와이어 튜닝
      ·국내 최초 탑승장비 회수 시스템 적용
      ·750m 더블 짚라인 시공으로 동반자와 함께 동시 탑승 가능

짚라인양구

ZIPLINE YANGGU COURSE MAP

Course

1

Over The Lake Course

코스길이 750m   난이도
빠르게 비행하며 파로호 호수와 양구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한눈에 조망하는 750m의 장거리
코스

국내 탑승장비 회수 시스템 적용
장거리 코스의 경우 이용객이 탑승 시 착용한 장비가 빠르게 회수되지 않을 경우 다음 이용고객의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코스 진행이 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짚라인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짚라인
양구 코스에 장비 자동 회수 시스템을 적용하여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켰으며 이용의
편의와 수익성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쏙 빼닯은 한반도섬에 착륙
인공생태공원이 조성되는 파로호를 건너 한반도 섬에 착륙하는 코스설계로 짚라인을 즐기면서
천혜의 자연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짚라인양양

송이향을 머금으며 동해바다를 조망하는 580m의 쾌속활강

짚라인양양
짚라인양양은 솔향과 송이향이 가득한 태고의 자연 숲 위를 누비며, 가슴이 탁 트이는 동해바다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 야생화원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목재문화체험관 등 다채로운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짚라인양양 개요
개 장 일 │ 2014년 4월 26일
소 재 지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107-61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內
시설 구성 │ 짚라인 1개 코스(580m) 2개 라인
수용 인원 │ 연간 약 100,000명 수용 가능

특이 사항 │·국내 최초 긴급구난 시스템 적용
      ·580m 더블 짚라인 시공으로 동반자와 함께 동시 탑승가능
      ·장력측정 시스템 적용 설치를 통한 짚라인 와이어 튜닝

짚라인양양

ZIPLINE YANGYANG COURSE MAP

Course

1

Horizon with the Sea

코스길이 580m   난이도
동해의 탁 트인 전망과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전경을 한 눈에 조망하는 580m의 송이향 가득한
코스

긴급구난 시스템 적용
짚라인 탑승 시 바람의 영향으로 탑승자가 도착데크에 도착을 하지 못할 경우 당사가 자체
개발한 긴급구난 장비를 이용하여 탑승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동해조망이 가능한 코스 설계
울창한 송림 사이로 남대천과 멀리 동해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한 최적의 코스설계로 바다와
숲을 동시에 누릴 수 있으며 송이밸리 내의 다양한 시설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짚라인델피노

20m 상공에서 감상하는 속초바다와 설악산 울산바위의 절경

짚라인델피노
짚라인델피노는 강원 가족여행지로 유명한 델피노골프앤리조트 키즈파크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지형 지형 극복을 위해 양쪽에
20m 높이의 타워를 설치하였으며 진자형식으로 왕복 비행한 후 라인의 중간지점에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짚라인델피노 개요
개 장 일 │ 2014년 9월 5일

특이 사항 │·속초바다와 설악산 울산바위를 동시에 조망가능

소 재 지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미시령옛길 1153

      ·20m 높이의 타워에서 213m 길이의 와이어를 시계추처럼

시설 구성 │ 짚라인 1개 코스(213m) 2개 라인
수용 인원 │ 연간 약 100,000명 수용 가능

       오가며 비행할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 팬듈럼 방식 채용

짚라인델피노

ZIPLINE DELPINO COURSE MAP

Course

1

Super Pendulum Course

코스길이 213m   난이도
안락한 가족 여행지 델피노골프앤리조트 내 키즈
파크에 위치하고 있으며 울산바위와 속초바다를
20m 상공에서 조망할 수 있는 코스

Pendulum(진자) 방식의 채용
짚라인델피노는 기존 짚라인처럼 출발/도착 데크 방식이 아닌 팬듈럼(Pendulum : 진자)방식을
채용했습니다. 진자방식은 탑승자가 시계추처럼 왕복 비행을 한 후, 중간 지점에서 멈추면 리프
트를 활용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색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키즈파크 내 설치
델피노골프앤리노트 키즈파크 내에 짚라인이 설치되어 있어 짚라인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세그웨이, 꼬마기차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짚라인제주

지형 지형을 극복한 타워형 출/도착 데크 설계

짚라인제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자락에서 즐기는 짜릿하고 다이나믹한 짚라인!
한라산과 바다가 보이는 동굴카페 다희연 내에 짚라인을 시공하였습니다.

짚라인제주 개요
개 장 일 │ 2011년 12월 6일

특이 사항 │·제주 동북부의 취약한 레저시설 보완

소 재 지 │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600 다희연(녹차테마파크) 內

      ·평평한 지형을 고려한 타워 형태로 설계

시설 구성 │ Normal Type 4개 코스(각 52~223m) 및 이용고객센터,
기념품샵 外
수용 인원 │ 연간 약 230,000명 수용 가능

     

(출/도착 낙차를 인공적으로 확보)

      ·정적인 분위기의 다희연을 복합 관광명소로 개선

짚라인제주

ZIPLINE JEJU COURSE MAP

Course

1

Cedar Tree Forest Course

코스길이 171m

난이도

짚라인제주를 시작하는 코스. 정면으로 한라산을 바라보며 삼나무숲
위를 날으는 짚라인만의 묘미를 맛볼 수 있습니다.

Course

3

Over The Pond Course

코스길이 52m

난이도

가장 짧지만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코스. 연못 위를 질주하는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Course

2

Across The Green Tea Course

코스길이 174m

난이도

발 아래 드넓은 녹차밭을 질주하는 코스. 이슬 가득 머금은 푸른 녹차
향을 느끼며 본격적인 짚라인의 스릴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하
였습니다.
Course

4

Horizon With The Sea Course

코스길이 223m

난이도

짚라인제주의 마지막 코스. 저멀리 아름다운 함덕의 바다를 마주하며
제주의 풍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짚라인청도

국내 최초 야간 비행 짚라인

짚라인청도
낭만 가득한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에서 즐기는 짜릿한 야간 비행!
짚라인청도에서 프랑스 남부의 감성과 다이나믹한 스릴을 동시에 즐기세요.

짚라인청도 개요
개 장 일 │ 2015년 12월 23일

특이 사항 │·국내 최초 야간 짚라인 운영

소 재 지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이슬미로 272-23

      ·도착데크 타워의 수목 컨셉 디자인 적용

시설 구성 │ 장거리형 짚라인 1개 코스(310m) 2개 라인
수용 인원 │ 연간 약 200,000명 수용 가능

      ·안전한 랜딩을 위한 ZIPSTOP 브레이크 시스템 사용
      ·출/도착 데크 및 와이어에 LED 라이트 시공
      ·310m 더블 짚라인 시공으로 동반자와 함께 동시 탑승 가능

짚라인청도

ZIPLINE CHEONGDO COURSE MAP

Course

1

Across The Starlight

코스길이 310m   난이도
천만 개의 화려한 조명으로 빛의 축제가 펼쳐지는
곳,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의 상공을 가로지르
며 아름다운 야경을 감상하는 코스

국내 최초 야간 비행 짚라인의 안전성 확보
다른 하강 레포츠 시설의 경우 안전요원의 시야 확보 등 안전상의 문제로 주간에만 운영하는
반면, 짚라인청도는 데크를 환하게 비추는 서치라이트와 데크 위에 설치된 수많은 LED 조명으로
야간에도 안전요원의 시야 확보는 물론 탑승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화려한 야경을 공중에서 조망
청도 프로방스 포토랜드의 상공을 가로지르는 코스 구성으로 아름답고 화려한 야경을 한눈에
조망하며 야간 비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짚라인가평

수려한 칼봉산 구비구비를 넘나들며 2,418m를 비행하는 짜릿한 체험!

짚라인가평
7개의 짚라인 코스와 1개의 흔들다리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칼봉산의 험준한 산세를 온 몸으로 즐기며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코스방식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짚라인가평에서 더욱 짜릿한 매력을 느껴보세요.

짚라인가평 개요
개 장 일 │ 2018년 7월 1일
소 재 지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경반리 산 151-4 칼봉산자연휴양림 內
시설 구성 │ Normal Type 7개 코스(125~528m) 및
흔들다리 1개 코스(120m), 식음료매장 外
수용 인원 │ 연간 약 200,000명 이상 수용 가능

특이 사항 │·국내최장의 코스형 짚라인 길이 2.4km
·전 코스 ZipStop 설치
·최고 시속 90km/h
·빼어난 경치를 감상하고 스릴을 만끽할 수 있는
흔들다리(120m) 병행 설치

짚라인가평

ZIPLINE GAPYEONG COURSE MAP

Course

1

Basic Course

코스길이 210m

난이도

짚라인 가평 8개 코스 중 처음 탑승하는 코스.
첫 비행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탑승방법을 익히는 코스.
Course

3

Suspension Bridge Course

코스길이 120m

난이도

높이에 대한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코스.
흔들다리에서 칼봉산의 매력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음.
Course

5

Super Valley 1 Course

코스길이 378m

난이도

깊은 골짜기, 굽이굽이 돌아가는 임도와
작은 계곡을 가로지르며 날아가는 짜릿한 코스.
Course

7

Grand Crorss 1 Course

코스길이 480m

난이도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며
상쾌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느끼는 코스.

Course

2

Forest Story Course

코스길이 125m

난이도

칼봉산의 아름다운 숲을 조망하며 손에 닿을 듯
아름다운 숲을 느낄 수 있는 코스.
Course

4

Air Walking Course

코스길이 217m

난이도

작은 골짜기와 숲을 뛰어넘듯 가까이 두고 마치
숲 속을 거니는 한마리 새처럼 활강하는 코스.
Course

6

Super Valley 2 Course

코스길이 360m

난이도

다시 한 번 골짜기와 계곡을 건너며 놓쳤던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코스.
Course

8

Grand Crorss 2 Course

코스길이 528m

난이도

전체코스 중 가장 긴 코스로 가평의 아름다운 산세를 온전히 느끼며
오랫동안 짚라인의 매력을 간직할 수 있는 코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