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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원 > 수련원안내 > 이용안내

기본시설 사용료기본시설 사용료
수련원 기본시설 이용요금 안내표로 구분, 기준, 금 액(원),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표구 분구 분 기 준기 준 금 액(원)금 액(원) 비 고비 고

숙박비 
(본관)

청소년 1명 1박 6,000

1일(박): 당 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주말: 금〜토요일 및 공휴일 전일
성수기: 7월〜8월(2개월간)

일 반 1명 1박 7,000

숙박비 
(폔션)

23㎡형 
(2인 기준)

성수기․주말 80,000
비수기․주중 60,000

30㎡형 
(4인 기준)

성수기․주말 90,000
비수기․주중 70,000

36㎡형 
(5인 기준)

성수기․주말 100,000
비수기․주중 80,000

46㎡형 
(6인 기준)

성수기․주말 130,000
비수기․주중 110,000

60㎡형 
(7인 기준)

성수기․주말 160,000
비수기․주중 140,000

76㎡형 
(8인 기준)

성수기․주말 170,000
비수기․주중 150,000

캠핑장

데크(5m*8m) 
(5인 기준) 1사이트 1일 30,000

캠핑장 입장 시 비숙박이라도 1일에 해당함
군에서 주관하는 캠핑행사 시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음

자갈(5m*8m) 
(5인 기준) 1사이트 1일 20,000

잔디(5m*8m) 
(5인 기준) 1사이트 1일 20,000

식 비
청소년 1명 1식 6,000

시설사용단체 특성에 따라 협의 조정할 수 있음
일 반 1명 1식 7,000

※ 단, 숙박비 및 식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부대시설 사용료부대시설 사용료
수련원 부대시설 이용요금 안내표로 구분, 기준, 금액, 비고항목으로 구성된 표구 분구 분 기 준기 준 금 액 (단위 : 원)금 액 (단위 : 원) 비 고비 고

강당

1회

200,000
1회 사용시간 - 4시간
오전 : 09:00 ~ 13:00소회의실 100,000

이용안내이용안내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np/teenager_space
https://www.yyg.go.kr/np/teenager_space/intro
https://www.yyg.go.kr/np/teenager_space/intr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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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오전 : 09:00 ~ 13:00
오후 : 13:00 ~ 17:00
야간 : 18:00 ~ 22:00

세미나실 200,000
야외공연장 100,000

서바이벌 게임 1인 1게임 5,000

챌린지타운 코스
청소년 1회 5,000

단체는 30명 이상 사전예약
운영시간 - 오전 : 10:00~12:00 / 오후 : 14:00~17:00
※ 동절기(11월 중순 ~ 3월중순까지) 운영 중지

일반 1회 10,000

퀵플라이트 코스
청소년 1회 5,000

일반 1회 10,000

곡선짚라인(짚코스트)코스
청소년 1회 5,000

일반 1회 10,000

패키지코스(상기3종)
청소년 1회 10,000

일반 1회 20,000

구 분구 분 기 준기 준 금 액 (단위 : 원)금 액 (단위 : 원) 비 고비 고

예약안내예약안내

수련원 예약하
기

예약문의전화 : 054-680-5325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 365일 가능하며, 예약하신 분과 입금하신 분이 다른 경우 안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원 이용시 예약담당자와 통화후 예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양군청(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np/teenager_space/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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