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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캠핑장

정선읍 가리왕산로 707 (회동리 325-2)

033-562-5833 

야영데크: 비수기 7,000원 / 성수기,주말 8,500원

오토캠핑장 : 비수기 9,000원 / 성수기,주말 10,000원

국립가리왕산자연휴양림 검색

신동읍 동강로 916-212 (운치리 239)

033-560-3464

야영데크 비수기/주중 20,000원

 성수기/주말 30,000원

노지 야영 불가 / 전기사용료 포함

사북읍 지장천로 436-27(사북리 447-1)

033-560-3456

야영데크 10,000원

산막(8~59평) 40,000~350,000원

산막은 비수기, 성수기 별도요금

화암면 약수길 1300 (화암리 1183-1)

033-560-3413

노지 10,000원 / 데크 20,000원

캐라반(3~6인용) 60,000~150,000원

캐라반은 비수기, 성수기 별도요금

정선읍 가리왕산로 570-25

(회동리 171번지)

033-560-3454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야외 데크 : 평일 20,000원

                   주말, 공휴일, 성수기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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