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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예약정보

구몽재(���)

보은재(���)

명서재(���)

남악재(���)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숙박체험시설

한옥체험동 현황표

한옥체험동 현황표 정보를 제공하며 순번, 동이름, 방이름, 형태, 숙박인원 및 이용요금 항목으로 구성된 표순번 동이름 방이름 형태 숙박인원 및 이용요금

1

한옥체험동 (홍도관) 201호~209호

201호 성인실(���) 방1 / 욕실1 2인실 (40,000원)

2 202호 학발실(���) 방1 / 욕실1 3인실 (60,000원)

3 203호 경신실(���) 방1 / 욕실1 3인실 (60,000원)

4 204호 소소실(���) 방1 / 욕실1 3인실 (60,000원)

5 205호 춘파실(���) 방1/욕실1 3인실 (60,000원)

6 206호 광풍실(���) 방1/욕실1 3인실 (60,000원)

7 207호 제월실(���) 방1/욕실1 2인실 (40,000원)

8 208호 세심실(���) 방1/욕실1 3인실 (60,000원)

9 209호 낙기실(���) 방1/욕실1 3인실 (60,000원)

10

한옥체험동 (보은재/명서재/남악재) 301호~306호

301호 하선실(���) 마루1/방3/욕실2 4인실 (80,000원)

11 302호 희현실(���) 마루1/방1/침대2/욕실1 2인실 (40,000원)

12 303호 여연실(���) 마루1/방2/침대1/욕실1 4인실 (80,000원)

13 304호 교영실(���) 마루1/방1/침대1/욕실1 2인실 (40,000원)

14 305호 풍설실(���) 마루1/방2/침대2/욕실2 4인실 (80,000원)

15 306호 당벽실(���) 마루1/방1/침대1/욕실1 2인실 (40,000원)

환불규정

환불 기준 성수기 주중 성수기 주말 환불 기준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100% 환불 100% 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90% 환불 80% 환불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70% 환불 60% 환불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100% 환불 100% 환불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50% 환불 40%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90% 환불 80% 환불

사용일 1일 전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20% 환불 10%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80% 환불 70% 환불

환불규정 한국소비자원 HWP 다운로

드

성수기
여름시즌 : 7.15~8.24

겨울시즌 : 12.20~2.20

한옥숙박체험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experience_guide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experience_guide/reserve_info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experience_guide/reserve_info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experience_guide/traditional_house?room_cate=%EA%B5%AC%EB%AA%BD%EC%9E%AC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experience_guide/traditional_house?room_cate=%EB%B3%B4%EC%9D%80%EC%9E%AC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experience_guide/traditional_house?room_cate=%EB%AA%85%EC%84%9C%EC%9E%AC
https://www.yyg.go.kr/jghcenter/online_request/experience_guide/traditional_house?room_cate=%EB%82%A8%EC%95%85%EC%9E%AC
https://www.yyg.go.kr/contents/16538/refund_policy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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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금요일·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숙박

각 호실 비치물
품 목록

수건(1인 2장)

드라이기 1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물비누, 샤워타올

전자렌지 1대, 전기포트 1대

생수

숙박안내
음식디미방 체험 프로그램 및 식사를 체험하시는 분에 한해 예약이 가능하며, 전화 문의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 : 054-680-6444 / 6447

영양군청(https://www.yy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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