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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은 60일전부터 예약 가능합니다.
펜션예약은 생태공원사업소 홈페이지(www.yyg.go.kr/np)에서 예약하고, 이용일 전일까지 예약완료 하여야 합니다.(당일예약 불가)
사정상 객실요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안내전화로 연락주시면 상담 후 조치해 드립니다.
예약 후 예약금 전액 입금하셔야 예약이 완료되며 예약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됩니다.
(다만, 시설 사용예정일 48시간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입금하셔야 합니다.)
입실시간은 이용당일 14:00 부터 22:00까지입니다. (22:00 이후 펜션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시간은 마지막 이용일 오전 11:00 까지 입니다. 객실정리 후 퇴실점검을 받으셔야 하며, 점검 후 객실 키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대관은 야생화관 및 반딧불이관에서 자동차 5분, 도보 : 20분~30분이 소요되는 곳에 별도로 위치하므로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인원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규정인원을 초과하여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애완동물과 함께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객실 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며 삼겹살, 생선 등을 직화방식으로 조리하실 수 없습니다.
이용 중 비치된 집기나 시설물 파손 시 별도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파손시 파손물품 가액배상)
이용객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무분별한 오락 및 음주,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 시 모든 쓰레기는 분리수거해 버려주시고, 사용하신 식기류도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시에는 연락처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에 의거 임치하지 아니한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련원 주변에는 매점이 없으니 이용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천문대관을 이용하시려면 야생화관 및 반딧불이관에서 자동차 : 5분, 도보 : 20분~30분이 소요됩니다.
규정인원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규정인원을 초과 이용 시 퇴실 조치됩니다.
수건 등 개인물품은 이용객 지참(수건은 객실당 2장씩 제공되니 더 필요하신 분은 이용객이 지참하셔야 합니다.)
바비큐장은 장소만 제공되오니 숯, 숯통, 그릴 등 바비큐 장비는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용일 4일 전 또는 예약 당일 취소 : 받은 사용료 전액
사용일 3일 전 취소 : 받은 사용료의 70퍼센트 환불
사용일 2일 전 취소 :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 환불
사용일 1일 전 취소 :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 환불
사용일 당일 취소 :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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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np/pension
https://www.yyg.go.kr/np/pension/use_guide
https://www.yyg.go.kr/np/pension/use_guide/pension_boo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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