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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ing Sites / Training Centers

Yeongyanggun Youth Training Center
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Within 10km)



Yeongyanggun Youth Training Center

Location  227, Banditburi-ro Subi-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Locatio

n
TEL  054-680-5321~5

Entering /

leaving  

14Hour / 11Hour

Breakfast  Not available

Scale  1buildings 10Rooms ⁄ All 200people

Parking lot  Has Parking lot / Parking fees : Free / Car : 89 cars / Nearby park
ing lot : 캠핑장

Credit Card  Available

Homepage  http://www.yyg.go.kr/np

Recommended  16

Recommend  Interesting Con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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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information  
Related
photos  

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

High season guide Summer high season 7Month 1Day ~ 8Month 31Day Weekend rates apply 금요일, 공휴일전일

Additional person
fees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본관: Full Capacity 10person (
Maximum Capacity : 20person , Additional fees: One
person per 0Won)

Convenience
Facilities / Ame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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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sic Facilities No Content.

Restaurant / Accommodation / Shopping  > Accommodations > Camping Sites / Training Centers

FullCapacityFull Capacity : 10People ( Maximum Capacity :
20People )

CostsLow season weekdays : 5,000Won

Etc에어컨, TV, 케이블방송

영양군 청소년수련원 본관

PrevNext

Camping Sites / Training Centers

(https://www.yyg.go.kr)

https://www.yyg.go.kr/toureng/amusement
https://www.yyg.go.kr/toureng/amusement/accommodations
https://www.yyg.go.kr/toureng/amusement/accommodations/camping
http://www.yyg.go.kr/np


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Within 10km)

List

227, Banditburi-ro Subi-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uk-

do

Search on Na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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