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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민박

온다네민박체험농장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온다네민박체험농장

위치  영양읍 낙동정맥로 820-6

안내전화  054-682-0533

입실/퇴실  14시 / 12시

조식제공  미제공

규모  0채 2실 ⁄ 총 0명 수용

주차시설  주차시설없음

신용카드  불가능

홈페이지  http://ondanefarm.kr/

추천수  6

추천하기  관심콘텐츠

안녕하세요.

온다네민박체험농장은 사방이 산과 계곡으로 싸여있어서 기산(��)이란 지명을 쓸 정도로 산 좋고 물맑은 청정지역입니다.

하박 460m로 여름철에는 시원하고 겨울은 포근함을 더해주는 산들이 애워싸고 있으며 주위에는 온다네 농장을 포함해서 세가구가 살고 있어 조용하게 즐길수 있으며 인근 농가의 피해가 적어서 휴

식과 휴양의 최적지입니다. 또한 남북으로 길게 뻗은 낙동정맥 등산코스가 있어서 4계적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찾아오고 가까운 거리에 조지훈생가와 오일도생가, 이문열생

가를 비롯하여 한국 최대의 풍력단지가 인근에 있어서 볼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온다네 농장의 주작목은 봄에는 산나물(참두릅, 개두릅, 곰취, 참취, 어수리, 명이) 여름엔 고랭지 배추, 가을엔 고추, 야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체험으로는 봄에는 4월 초부터 6월초순까지 산나물 따기 체험과 가공체험을 할 수 있으며 11월 중순에는 김장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사항

- 온다네민박체험농장은 1년365일 고객 여러분들에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 전화 또는 온라인예약이 가능합니다.

- 객실과 날짜는 예약 전 신중히 생각하신 다음 결정해 주세요.

- 결제는 예약 후 빠른시간 이내에 완납해 주셔야 예약이 완료됩니다.

미입금상태에서 예약 중복뒤는 경우 입금완료된건이 우선 예약됩니다.

단, 당일 예약일 경우 예약후 1시간 이내에 결재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예약후 취소시에는 2~3일 전에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입금후 취소시에는 환불위약금이 있으니 신중히 생각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입실 당일날에는 예약취소나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 단체예약(20명이상) 가능합니다.(예약하시기전 전화로 문의주세요.)

환불안내

- 취소시에는 환불위약금이 있습니다.

- 객실과 날짜의 선택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 결정해 주세요.

이용일 7일전 예약취소시 100% 환불

이용일 3일전 예약취소시 50% 환불

이용일 2일전 예약취소시 환불불가

유의사항

- 입실시간은 14시, 퇴실시간은 다음날 정오 12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12시부터 오후2시까지는 온다네민박체험농장의 청소시간입니다. 원활한 운영을위해 입·퇴실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 애완동물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 23시 이후 도착할 경우 사전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온다네민박체험농장의 모든 객실내에서는 금연입니다.

- 객실내에서 고기는 굽지 말아주세요.

- 객식 이용시 쓰레기는 깨끗한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해 주세요.

- 온다네 민박체험농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과 휴식을 위해 찾은 공간입니다.

늦은시간 고성방가나 옆 객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은 삼가해 주십시오.

객실정보  관련사진  위치 및 주변정보

성수기 안내, 주말요금적용, 추가인원요금, 부대/편의시설,기본시설/비품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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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 안내, 주말요금적용, 추가인원요금, 부대/편의시설,기본시설/비품 정보 제공
성수기 안내 여름성수기 7월 1일 ~ 8월 31일 주말요금적용 해당내용 없음

추가인원요금
어수리방: 정원 8명 ( 최대인원 : 10명 , 추가요금: 인당 5,000원)
/ 곰취방, 참취방: 정원 6명 ( 최대인원 : 8명 , 추가요금: 인당
5,000원)

부대/편의시설 세미나실

기본시설/비품 내용 없음.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목록으로

수용가능인원 정원 : 8명 ( 최대인원 : 10명 )

요금 해당내용 없음

기타정보 목욕시설, TV, 책상, 테이블, 주방기구, 냉장고

어수리방

수용가능인원 정원 : 6명 ( 최대인원 : 8명 )

요금 비수기주중 : 100,000원 / 비수기주말 : 100,000원

기타정보 목욕시설, TV, 주방기구, 취사도구, 냉장고

곰취방, 참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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