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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여행

강원도 인제에는 자리마다 펜스를 설치한 반려견 전용 캠핑장들이 있다. 
이른바 반려견 비대면 캠핑장이다. 요즘은 이처럼 다른 반려견 또는 견주와의 
접촉 가능성을 줄인 반려견 전용 캠핑장이 늘고 있다. 

글 · 사진 성연재 기자

내린천 옆 
반려견전용 캠핑장 2곳

캠핑 사이트마다 펜스가 설치된 강원도 인제의 반디하우스캠핑장



Octoper 2020  www.yonhapimazine.com  I  111  110  I   

반려견 동반 여행 붐이 일고 있다. 그러나 반려견을 동반할 수 있는 숙소와 식당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

제다. 반려견을 받는 호텔과 리조트가 많지 않아 펜션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려견 동반 펜션의 경우 가

격대가 수십만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대형견의 경우 갈 수 있는 곳은 더 줄어든다. 반려견 동반 가능한 펜

션도 소형견만 받는 곳이 많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반려견 동반 캠핑이다. 자신의 텐트와 침구를 이용해 

잠을 잘 수 있는 데다 식당에서 퇴짜

를 맞을 일도 없다. 다른 가족과 어울

려 식사를 하지 않는다면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

터도 비교적 안전하다.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는 캠핑장

은 크게 ‘반려견 동반 캠핑장’과 ‘반려

견 전용 캠핑장’으로 나뉘는데 반려

견 동반 캠핑장은 일반 캠핑장에 말 

그대로 반려견을 동반하고 갈 수 있

는 곳이다. 그러나 일반 캠핑객들과 

함께 지내야 하므로 서로 불편을 느

낄 수 있다. 그래서 반려견주들은 반

려견 가족만 받는 반려견 전용 캠핑

장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번에 방문

한 강원도 인제 내린천 인근의 캠핑

장은 국내에서 대표적인 반려견 전

용 캠핑장이다.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수도권 접근성도 좋아져 

많은 반려견주의 관심을 받는 곳이

기도 하다. 

1 주인이 텐트 내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이 치와와 
한 마리가 야전침대 위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다. 2 펜스를 
설치해 반려견들과 접촉을 막아놓은 반려견 전용 캠핑장

1

2



Octoper 2020  www.yonhapimazine.com  I  113  112  I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의 해발 1천191ｍ 가마봉에서 발원한 상남천은 내린천의 최상류 계곡이다. 계곡은 한여

름에도 발이 시려 얼마 못 버티고 나올 정도로 시원하며, 나무 그늘도 많아 여름철 물놀이 캠핑 장소로도 최적

이다. 반디하우스캠핑장은 상남천 둔치에 있다. 내린천 최상류 계곡답게 캠핑장 앞 계곡에는 1급수에만 사는 

보호어종 열목어를 비롯해 여러 냉수성 어종이 살고 있다. 

오랜만에 찾은 반디하우스캠핑장은 자리마다 펜스를 설치한 반려견 전용 캠핑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10여년 

이상 오토캠핑장으로 운영돼 오다가 2년 전 반려견 캠핑 바람이 불면서 반려견 전용 캠핑장으로 거듭났다. 반

려견이 없으면 캠핑장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곳 규정이지만, 취재를 위해 실례를 무릅쓰고 반려견 없이 1

박을 허락받았다. 이곳은 ‘노키즈 캠핑장’이기도 하다. 반려견 전용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있다면 뜻하지 않

은 사고가 날 수도 있어 아예 노키즈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주변 캠퍼들과 인사하고 캠핑장을 둘러봤다. 사이트마다 설치된 펜스 덕분에 반려견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모습이 보였다. 경남 통영에서 온 문모 씨 가족은 모닥불을 피워 고기를 굽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다. 통영에서 인제 상남천까지는 승용차로 쉬지 않고 5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다. 문씨는 “몇 달 전 우연히 

한번 들렀는데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어 다시 찾게 됐다”고 말했다.  

캠핑장은 최근 수천만원을 들여 화장실과 샤워실을 깨끗하게 정비했다. 주인 김덕영 씨는 “여성들은 다른 사

1

1 반려견들이 서로 마주칠 일이 많지 않은 캠핑장
2 캠핑장에서 반려견이 사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3 사과 통구이를 만들기 위해 안을 파낸 뒤 재료를 채워 넣은 모습
4 완성된 더치오븐 사과 통구이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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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박용 타프(그늘막)로만 세팅한 
반려견 차박 캠퍼  2 깔끔한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파우더룸 3 캠핑장 바닥은 
조약돌이 깔려 있어 반려견 발바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람들과 함께 샤워하는 것을 찜찜해 하는 경

우가 많은데 문을 잠그고 들어가면 혼자 샤

워할 수 있도록 했고 그 옆에 파우더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만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주인과 함께 화장실과 샤워실이 있

는 복합 건물로 들어가 보니 개별 샤워실과 

함께 파우더룸이 있었다. 마치 호텔 화장실

을 보는 듯했다. 

캠핑장 전체 바닥에 깔린 작은 조약돌도 견

주들이 좋아하는 이 캠핑장의 장점이다. 일

반 캠핑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쇄석은 

큰 돌을 잘게 부순 것이라, 사이즈가 크고 

뾰족한 돌이 많다. 그러나 이곳의 조약돌은 

사이즈가 작은 데다 모나지 않아 반려견 발

바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또 계곡에서 물

놀이를 한 뒤에도 흙이 털에 묻지 않는다. 

캠퍼들은 대부분 만족스러워한다. 의정부

에서 샤페이 종류의 반려견 ‘덕배’를 데리고 

온 서모 씨는 “무엇보다 노키즈 캠핑장이어

서 반려견을 데리고 캠핑하는 데 특히 안심

이 된다”고 했다.  

캠핑장의 밤은 휴식의 시간이다.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아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더치

오븐으로 요리를 하기로 했다. 무쇠로 만든 

더치오븐은 음식 재료의 맛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바비큐 기구다. 같은 쌀로 밥을 짓

더라도 무쇠솥인 가마솥에서 한 밥이 훨씬 

더 맛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된다. 더치오븐

으로 만든 요리는 더치오븐 사과 통구이다. 

사과 가운데를 도려낸 뒤, 건포도와 견과, 

꿀 등을 넣고 오븐에서 익히면 된다. 김이 

펄펄 나는 상태에서 옆 캠퍼에게 나눠줬다. 

아직 더치오븐이 녹슬지 않은 덕분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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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은 미산분교 캠핑장을 찾았다. 입구와 가까운 곳에서는 ‘탄’이라는 이

름을 가진 스탠다드 푸들 한 마리가 주인과 함께 원반던지기 놀이를 하다 

꼬리를 흔든다. 우선 이곳은 반디하우스와는 분위기가 다소 달랐다. 반디하

우스가 활엽수가 많은 곳이라면, 이곳은 높은 전나무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

고 죽죽 뻗은 곳이다. 그늘이 부족한 곳에는 몽골텐트가 설치돼 그늘을 만들

어주고 있었다. 

1997년 폐교된 상남초등학교 미산분교를 활용해 조성한 미산분교 캠핑장은 

캠핑업에 종사하던 이원석 씨가 몇 년 전 개설한 반려견 전용 캠핑장이다. 

역시 펜스가 설치돼 있어 반려견과의 마찰을 최소화했으며, 내린천 상류의 

미산계곡에 있어 캠핑하면서 여름철 물놀이와 낚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해

발 400ｍ의 산속 청정한 공기와 계곡이 좋은 곳이다. 특히 수심이 30cm∼1.5

ｍ 정도로 반려견 동반 물놀이에 최적의 장소다. 24시간 온수가 나오며, 데

크별 전기 배전반이 있어 편리하다. 물론 반디하우스처럼 바로 옆에 계곡이 

있어 리트리버 등 물놀이를 좋아하는 대형견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화장실 앞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까지 마련돼 있어 전기차를 활용한 캠핑

을 즐기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바닥이 굵은 모래 또는 파쇄

석으로 돼 있어 폭우가 와도 배수에 문제가 없다. 파쇄석 구간에는 반려견들

이 밟을 때 아프지 않게 야자 매트가 깔린 점이 인상적이었다. 집 안에서만 

자란 반려견들이 의외로 돌바닥을 잘 걷지 못하는 점을 생각한 배려다. 

Information
 반디하우스 캠핑장 주소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미산리 780-1

문의전화 010-4706-2236 캠핑료 A사이트: 5만6천원(비수기), 6만6천원(성수기), 

B사이트: 5만1천원(비수기), 6만1천원(성수기), 쓰레기봉투 

1천원 별도
홈페이지 http://www.bandihouse.com 
예약방식 전화

미산계곡 캠핑장주소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1622(미산리 376-6)

문의전화 010-2013-6096  캠핑료 성수기 5만원, 비수기 4만5천원
(평일은 5천원 연박 할인)예약방식 ‘땡큐 캠핑’ 등 캠핑 앱(사전에 주인과 통화 필수)

반려견 동반 시 펜션 이용자라도 침구류 개별 지참

2

1 역시 펜스로 동선이 분리된 미산분교 캠핑장 2 캠핑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반려견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3 원반던지기를 하는 스탠다드 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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