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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영양여행 후기
경북 영양에 회사에서 간 단체 체험이지만 가볼만한 관광이였습니다. 정부인 장계향의 음식들도 근사하고 430년전에 쓰인 조리서의 음식을 맛보았다는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음식디미방
체험은 종부님의 설명과 진행이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후 고택에서의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조카들과함께 한번더 가보고 싶은 디미방 체험 이였습니다.

추천 644 여행일 : 2017.04.15 ~ 2017.04.16 작성일 : 2017-04-22 작성자 : 권경옥

가족여행
가족 여행 다녀왔는데..공기도 너무 좋구 음식도 맛있었어요. 김포 한강 하버블루 검단 유승한내들 일산자이3차 남양주 금곡 벽산블루밍 송라지구 디자인시티 청주 더샵 퍼스트파크 검단신도
시 분양 대림동 한양립스 오남 서희스타힐스 금곡 벽산블루밍 김포 코오롱하늘채 오남역 서희스타힐스 마크스테이 목동 오산 금호어울림 송파 거여 이스트원 검단 오류역 우방아이유쉘 송파
이스트원 이안 강동 컴홈스테이 검단 우방아이유쉘 강동구 오피스텔 컴홈스테이 부천 옥길지구 지식산업센터 부천 옥길 더랜드타..

추천 234 여행일 : 2019.03.15 ~ 2019.03.15 작성일 : 2019-02-15 작성자 : 박정수

자작나무숲길
영양군 수비면에 위치한 자작나무숲길을 가기로 하고 대구에서 9시 30분에 출발했습니다. 군청 산림과에 전화해서 갔지만 가는 중간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불편했고 동네 입구에서 주민한
분을 만났는데 40분정도면 간다고 했는데 4.7km를 비포장도로로 걷기엔 무리였습니다. 가는길에 벌써 힘이 다 빠져서 목적지에 도달했을땐 좋다는 느낌보다는 내려갈일이 더걱정이고 지쳐
서 입구에서 조금 걷다가 내려오게되었습니다. 평일에는 자동차를 통행을 가능하게하던지, 아니면 차비를 받고 운행을 했으면 더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힐링할수 있을것..

추천 154 여행일 : 2020.10.28 ~ 2020.10.28 작성일 : 2020-10-29 작성자 : 양승태

일월산 산행과 자작나무숲 트레킹
1. 지인들과 일월산 산행을 계획하고 검마산 자연휴양림을 예약하였습니다. 부산에서 새벽 6시 승용차로 출발하여 영양읍내에서 순대국밥 한그릇한 후 10시 반경 윗대티에 주차하고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산행하기 좋은 흐린 날씨에 한여름을 무색케 하는 서늘한 바람 덕에 등산 길이 즐거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산행객이 많지 않아 그런지 관리 부분에 있어 표지판이 많이 낡고 숫
자도 부족한 점이었습니다. KBS 중계소를 지나 월자봉을 오른 후 다시 중계소를 거쳐 일자봉으로 가는 코스였는데, 일자봉에서 말벌에게 종아리를 쏘이는 바람에 정상정복..

추천 70 여행일 : 2022.08.08 ~ 2022.08.09 작성일 : 2022-08-15 작성자 : 홍성호

재밋게 잘 놀다갑니다.
재밋게 잘놀다갑니다. 생각보다 볼거리도 많고 경치 쥑입니다. �� 친구도 재밋게 잘 놀았다고 너무 좋아하네요. 저도 넘 좋았구요 � 펜션 예약했는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셨고 바베큐 구
워먹은것도 너무 맛있었습니다. 펜션옆에 이름모를 산에 아침에 올라갔을때는 너무 상쾌 했고 행복했네요. 계곡에 발도 담구고 �� 폭염이 너무 시원할 정도였어요 �� 자주 방문해서 좋은
추억 쌓고 갈께요. 여름 휴가는 앞으로 여기! 겨울 휴가는 또 다른맛일려나 �� 겨울에도 방문해서 재밋게 놀아볼까 합니다. 그때는 여자친구 만들어서 남자끼리가 아닌 커플로 ..

추천 29 여행일 : 2022.07.01 ~ 2022.07.05 작성일 : 2022-07-20 작성자 : 이승현

관광후기 제목
영양 후기 내용

추천 23 여행일 : 2022.12.23 ~ 2022.12.24 작성일 : 2022-12-23 작성자 : 정준영

영양여행으로 몸과 정신 영양이 풍부해지다
전반적으로 여행시간이 아깝지 않았고 장계향문화체험교육원 체험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준 영양군에 감사드립니다. 죽파리자작나무숲 올라가는 길 옆으로 이어진 계곡의 맑은 물과 아직
녹지 않은 얼음 등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찍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한 컷이라도 더 찍으려 했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멋지게 관리해놓은 자작나무숲을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
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 가졌습니다. 영양군은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아니므로 찾아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한다면 자작나무숲까지의 거리는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왕..

추천 19 여행일 : 2023.03.11 ~ 2023.03.12 작성일 : 2023-03-13 작성자 : 신현국

음식디미방 체험
벌써 해가 바뀌었네요 2019년에도 음식디비방을 다녀왔는데 코로나로 못 움직이다가 다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년전에는 주실마을도 다녀오고 산나물축제에도 참여했었구요 또 그 전에
주실마을을 다녀오면서 영양읍에서 자고 일요일에 식사를 하는 곳이 없어 영양이 고향인 친구에게 전화 걸어 식사가 가능한 곳을 물어보기도 하였지요 이번 여행을 통해 영양과 장계향 선생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해설사를 하시는 공무원께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다소 지루한 느낌도 있었지만 새로 알게 되는 내용들은 전혀 생각해보..

추천 13 여행일 : 2022.11.25 ~ 2022.12.26 작성일 : 2023-03-21 작성자 : 엄재남

관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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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yg.go.kr/tour/mytour/review?idx=142634&mod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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