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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스카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

”

서울스카이는

123층 555m의세계5위이자

국내최고의높이를자랑하는

롯데월드타워에위치하고있습니다

SEOUL

SKY

또한 서울스카이에서는500m상공위에서서울하늘을가장가까이즐길수있는

짜릿하고스릴넘치는스카이브릿지투어를경험할수있습니다

서울스카이는전망대로써대한민국의

가장찬란한역사와역동적인현대문화를가진수도서울을

360도뷰로한눈에담을수있습니다

핂멑잚픎�볻�

서울스카이에서는 전망대와 스카이브릿지 투어 외에도, 
하늘비밀정원, 스카이 맵핑쇼, 스카이쇼 등을 관람하실 수
있으며, 상품점과 카페 및 라운지도 준비되어 있으니 다양한 
방법으로 편안하게 서울의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롯데월드와 아쿠아리움 등 어트랙션을 즐기실 수 있으며, 
국내 최대 면세점, 6성급 호텔, 대형마트, 700개 이상의 쇼핑 
매장, 70개 이상의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어 관광에서부터 
쇼핑, 숙박까지 원스톱으로 서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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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 10:00~22:00 �펾훟줂

·스카이브릿지 투어 : 13:00 ~ 20:00 �풢��줂
- 스카이브릿지 투어는 기상에 따라 스케줄이 변동 될 수 있으니
   방문 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02-1661-2000

27,000원 27,000원 (여행사 요금 별도 문의 필요)

1,000명/시간 

한국어, 중국어간체, 영어, 일어

중형차 : 2,500대 수용가능
                    (롯데 시그니엘 타워 지하주차장 이용)

대형 버스 : 롯데 시그니엘 타워 지하 1층에서
                      하차 후, 롯데월드 옥외 주차장 이용 

지하철 2·8호선 잠실역, 2번 출구지하철 2·8호선 잠실역, 2번 출구

Program옪믆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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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브릿지 투어

60분 (장비 착용, 이동 시간 포함)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서울스카이 117층 

최소 1명 최대 12명/회

· 일반                : 100,000원 (서울스카이 입장권 + 스카이브릿지 투어 + 포토2매) 

· 스페셜            : 110,000원 (서울스카이 입장권 + 스카이브릿지 투어 + 포토2매 + 123라운지 음료 1잔)

· 입장후 체험  :    80,000원 · 입장후 체험  :    80,000원 (스카이브릿지 투어 + 포토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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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방법
�����Ӝ�폶않핆폖퍋���https://seoulsky.lotteworld.com/ko/facility/skyBridgeTour.do
�����Ӝ�핳폖퍋�������지하 1층 서울스카이 매표소 or 서울스카이 입장후 117층 스카이브릿지 투어 안내소

· 담당자(*단체/OTA 문의)
     Ӝ�뭚콚펾�힎짾핆����������02-411-4948         sykwon@lotte.net
     Ӝ�킺푾폏�샎읺��������������02-411-4978         xksqhs3@lotte.net 

Tourist 4105��� 콯읺삶밆

석촌호수 동호 주변, 젊은 세대들이 열광하는 트렌디한 음식점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송리단길'이란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지난 2년 새 소규모 카페나
개성있는 식당이 집중적으로 들어선 골목을 말합니다.

컫�쿦�솧�훊쪎    SNS에서 만난 핫플레이스가 가득한 송리단길 (오늘한밥, 디트로네 등)

짷핂캊먾읺�훊쪎        개성있는 브런치 맛집이 가득한 송리단길 (토닭토닭, 파티셰리도효 등)

짷핂칺먾읺�훊쪎        감각적인 분위기의 카페와 펍이 있는 송리단길 (서울리즘, 미자식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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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송파구 문화관광

4105��� 콯숦엖밆

송파구 외곽을 따라 흐르는 4개 하천(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을 하나로 연결하는 길로 
도시와 사람, 하천이 어우러진 순환형 수변관광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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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과 농촌풍경이 공존하는 길
몽촌역사관, 벼농사체험학습장 등 (6km / 1시간 30분 소요)

숲의 향기가 나는 길
장지근린공메타세콰이어길, 장지천 벚꽃길 등 (4.4km / 1시간 10분 소요)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길
송파둘레길 숯내광장, 잠실유수지공원 등 (7.4km / 2시간 소요)

휴식과 레저가 있는 길휴식과 레저가 있는 길
잠실 선착장, 잠실 한강공원, 잠실 캠핑장 등 (3.2km / 50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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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송파구 문화관광
이미지 출처 : 송파구 문화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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