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05월 26일 11시 24분



2
3
3
4

��감

��감
캠핑장/수련원

영양군청소년수련원 본관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영양군청소년수련원 본관

위치  수비면 반딧불이로 227

안내전화  054-680-5321~5

입실/퇴실  14시 / 11시

조식제공  미제공

규모  1채 10실 ⁄ 총 200명 수용

주차시설   /  :  /  : 89   /  : 
장

신용카드  가능

홈페이지  http://www.yyg.go.kr/np

추천수  16

추천하기  관심콘텐츠

영양군청소년수련원은 바람직한 청소년상 정립과 사회적 공동체의식 고취를 목표로 착공 7여년만인 2000년 4월26일 개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각급 학교 및 사회단체, 종교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연수회, 동창회 가족단위 친목행사 등을 유치 연간 10,0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하계곡의 맑은 물과 수려한 자연 경관은 청소년들이 수련하는데 최적의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아름답고 다양한 현대식 시설을 갖춘 넓은 공간의 세면시설, 청소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대운동장과 다양한 수련 프로그램은 우리 수련원의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수한 지도자들과 재미있고 유익한 수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희망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변의 볼거리가 다양하여 수련생활에 만족을 드릴것입니다. 매년 개최되는 반

딧불이 축제 관람, 반딧불이 천문대 관측, 반딧불이 날리기 행사 참여, 반딧불이생태공원 탐방 등은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차별화된 볼거리라 생각됩니다.

객실정보  관련사진  위치 및 주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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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인원요금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본관: 정원 10명 ( 최대인원 : 20명 , 추가요
금: 인당 0원) 부대/편의시설

챌린지코스 (일반) / 챌린지코스 (청소년) / 서바이벌 게임 / 야외
공연장 / 세미나실 / 소회의실 / 강당

기본시설/비품 내용 없음.

음식·숙박·쇼핑 > 숙박 > 캠핑장/수련원

수용가능인원 정원 : 10명 ( 최대인원 : 20명 )

요금 비수기주중 : 5,000원

기타정보 에어컨, TV, 케이블방송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본관

PrevNext

캠핑장/수련원

(http://tour.yyg.go.kr)

https://www.yyg.go.kr/tour/amusement
https://www.yyg.go.kr/tour/amusement/accommodation
https://www.yyg.go.kr/tour/amusement/accommodation/camping
http://www.yyg.go.kr/np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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