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프통아일랜드/캠프통포레스트소개서

지상최대 수상레저 복합 리조트

www.camptong.com

http://www.camptongforest.com/


1. 캠프통아일랜드럭스캠프 (숙소)

*럭스캠프A, 럭스캠프D, 럭스캠프 S,럭스캠프 R등인원수에따라 4가지타입)

캠프통아일랜드 럭스캠프 자연속에서 쉬며수상레저를 즐기고, 저녁엔 숯불에 멋진바비큐 파티를벌이고, 아침엔 리버사이드에서 라면을먹을 수도있고,
식후엔 넓은청평호에서 보트투어를 하면서자연과 즐거움을 모두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있는 글램핑(glamping)스타일의 숙소입니다.

HOW WE DO   l   캠프통아일랜드숙소시설소개



2. 캠프통아일랜드숙박객 전용풀 & 잔디광장
숙박객 전용수영장과, 넓은 잔디광장은 캠프통의 자랑거리 입니다.

단체대관 행사때는 수영장에서 수중배구나 수구 등을즐기실 수도있으며(동절기 휴장), 잔디광장에서 각종 행사를진행하기도 했습니다.

HOW WE DO   l   시설소개



3. 캠프통아일랜드석식 바비큐

고소한 삼겹살과 담백한목살, 일반마트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수제떡갈비소시지, 상추/깻잎/버섯/양파/마늘/풋고추, 쌈무, 쌈장, 고추장, 햇반과김치까지 전부 구비되어 있습니다.

HOW WE DO   l   캠프통아일랜드시설소개



4. 보트투어(공통)
HOW WE DO   l   캠프통아일랜드시설소개

대한민국 유일의 26인승잠수 보트워터타노스를 비롯, 다양한 보트를 이용한보트투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이용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에 맞춘 (와일드 or 편안한) 특별한 재미를 제공합니다.



HOW WE DO   l   시설소개

1. 캠프통포레스트야외 온수풀
필요시 사계절수영을 운영할 수있는 온수풀수영장은 캠프통포레스트의 자랑거리 입니다.(동절기엔 일반적으로 휴장)

여름시즌 주말저녁엔 풀파티를 개최하기도 하고 단체대관 행사때는 수영장에서 수중배구나 수구등을 즐기실 수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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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DO   l   시설소개

2. 카페캠프통포레스트
카페캠프통은 SCA (스페셜티 커피협회)에서 정한 기준에따라 80점이상의 최고등급인 스페셜티 커피만을 판매합니다.
물론, 총 1,000평(3,306㎡)에달하는 사계절온수풀 사이드 테이블에서 각종음료와 식사를 즐기는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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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DO   l   시설소개

2. 카페캠프통포레스트
카페캠프통에서는 가을~봄 철, 돈코츠 라멘 10,000원, 돈가스 12,000원, 토마호크 스테이크 (700g, 2~3인용 99,000원) 을 판매하고 있으며

단, 스테이크는 수비드 방식으로 조리시 3시간 정도 소요되어 반드시 선 예약이 필요합니다. 숙박패키지 예약시 삼겹살 바비큐 대신 변경예약도 가능합니다. (별도 추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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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DO   l   숙소시설소개

3. 캠프통포레스트롯지 (숙소)
빈티지(Vintage) & 노출콘크리트 공법 으로새롭게 리모델링한 롯지는 세계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BTS, 와썹맨, 영국남자 등 유명셀럽들이 극찬한 캠프통포레스트 롯지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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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E DO   l   시설소개

3. 캠프통포레스트롯지

1010

A(스탠다드롯지) D(디럭스롯지)
14객실 (기준 2인/ 최대 3인) 2객실 (기준 2인/ 최대 4인)

*기준인원초과시추가요금발생 (만6세미만은무료)

빈티지(Vintage) & 노출콘크리트 공법 : 빈티지는 오래되어 가치있는 것을뜻하며, 노출콘크리트 공법은 프랑스 건축가 오귀스트페레에 의해 최초로시도되었으며,
콘크리트 자체가 갖고있는 색상및질감으로 마감재를 이뤄 독특한조형미를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빈티지(Vintage) & 노출콘크리트 기법을 살리기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연마기기를 들고 페인트를벗겨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바닥의 경우이러한 소재본연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투명 에폭시를 4~5번덧칠하여 빈티지 느낌을 최대한살리면서도 사용시불편함은 전혀 없도록시공하였습니다.



HOW WE DO   l   시설소개

3. 캠프통포레스트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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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스위트롯지) R(로얄스위트롯지)
3객실 (기준 2인/ 최대 6인) 1객실 (최대 6인)

*기준인원초과시추가요금발생 (만6세미만은무료)

캠프통 포레스트 롯지는자연 속에서 쉬며수상레저를 즐기고, 저녁엔 숯불에멋진 바비큐 파티를벌이고, 아침엔 리버사이드에서 버너에 라면을 끓여먹을 수도있고,
식후엔 넓은청평호에서 보트투어를 하면서자연과 즐거움을 모두만끽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있는 빈티지(Vintage)스타일의 숙소입니다.



HOW WE DO   l   시설소개

4. C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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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라운드는 실내온수풀, 찜질방 (편백나무방, 황토방, 아이스방포함), 끓여먹는 한강라면 및구운계란&식혜등을 갖춘복합 휴식시설입니다.
청평호반을 내려다보며 가족&연인이 함께일상에 지친삶을 힐링하기 매우좋습니다. 

특히실내 온수풀은 한쪽벽면이 투명한 통유리로 되어있어서, 인생샷을 남기실 수도있습니다.



HOW WE DO   l   시설소개

5. 바비큐

1313[운영시간]바비큐 : pm 18:00 ~ pm 21:00 (숙박객전용)



HOW WE DO   l   시설소개

6. 가격표 : 캠프통아일랜드

1414[운영시간]바비큐 : pm 18:00 ~ pm 21:00 (주문마감시간 pm 20:00) 주류&음료, 라면은별도판매

인원추가비용 : 룸온리 20,000원/人, C그라운드 PKG 35,000원/人, 보팅&BBQ PKG 75,000원/人, BBQ PKG 60,000원/人

* 미취학아동은숙박이무료이며, BBQ 등추가시에는별도비용이추가됩니다. 초등학생부터는숙박및인원추가비용이발생합니다.



HOW WE DO   l   시설소개

6. 가격표 : 캠프통포레스트

1515[운영시간]바비큐 : pm 18:00 ~ pm 21:00 (주문마감시간 pm 20:00) 주류&음료, 라면은별도판매

인원추가비용 : 룸온리 20,000원/人, C그라운드 PKG 35,000원/人, 보팅&BBQ PKG 75,000원/人, BBQ PKG 60,000원/人

* 미취학아동은숙박이무료이며, BBQ 등추가시에는별도비용이추가됩니다. 초등학생부터는숙박및인원추가비용이발생합니다.



OUR VALUE   l   이슈

캠프통을다녀간 셀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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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달려라방탄 Ep. 83 ~ 85화, 영국남자(조쉬&올리), 오마이걸 아린, 우주소녀 다영 (M-net, 아다리 TV), 펭수(자이언트펭TV), 걸그룹 버스터즈, 비와이, 듀자매영주/정주 (틱톡), 
골때리는 그녀들 에바포피엘, DJ 소다, 주현정, 안선영, 가수올티, 전보람, 김한나(KBO 키움히어로즈), 슈퍼맨이 돌아왔다 샘해밍턴, 윌리엄*벤틀리, 가수 B1A4, 여행작가 오재철(TVN쿨까당)

호적메이트 곽윤기, 황대헌, 유튜버 :  와썹맨박준형, 밴쯔, 킹기훈, 햄벅, HANA 김하나, 공대생 변승주 DS, 재넌, 난쟁이 성현, 성수커플, 엔조이커플(손민수&임라라) 외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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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CT US

오시는길

대중교통 : 잠실역 5번출구직진 후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7000번버스탑승 후 설악터미널하차
-택시 탑승 후 3.6km 이동

대표 전화 l

단체영업 담당자

이메일 l

주소 l

031-585-6000

유지근 본부장 010-3276-8458

camptongisland@tong.com / camptongforest@tong.com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반로976 캠프통아일랜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자잠로377 캠프통포레스트

자가용 :  잠실역 출발 – 올림픽도로 – 강일IC에서서울양양고속도로 – 설악IC –
캠프통아일랜드/캠프통포레스트 도착 (49km, 평일기준 약40분소요)

mailto:camptongforest@tong.com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