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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s / Guesthouses

Cheonghyangsorim
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Within 10km)



Cheonghyangsorim

Location  623, Hwamu-ro Seokbo-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
uk-do Locatio

n
TEL  054-683-8832

Breakfast  Not available

Scale  0buildings 13Rooms ⁄ All 0people

Parking lot  Has Parking lot / Parking fees : Free

Credit Card  Available

Homepage  http://054-683-8832.pkt114.com/

Recommended  3

Recommend  Interesting Contects

- 삼의계곡에 위치한 자연 그대로의 산림욕이 가능한 곳!!

- 최신시설, �끗하고 편안한 휴식공간!!

- 단체예약문의 및 전화상담 환영!!

저희 업체는 주변이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어 공기가 맑고 휴양하시기 좋은 곳입니다.

계절별로 자연산의 절정을 구경하실 수 있으며, 여름엔 앞쪽으로 흐르는 계곡이 있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절경으로 이루어진 산책길로 산림욕을 하실 수 있습니다.

300년 동안 지켜온 밤나무의 시원한 그늘아래 마련된 자연석의 식탁과 의자에서 자연을 벗 삼아 석괘구이를 즐기실 수 있으며 아담한 그네를 타며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며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이

야기꽃을 피워보십시오.

넓은 주차공간도 마련돼 있으니 방문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희 업체는 예약제입니다.

이용하시기 전에 꼭 연락을 주셔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비성수기 �라도 많은 손님이 오시기 �문에 부득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환불규정

-객실과 날짜는 예약전 신중히 생각하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날짜변경, 객실변경은 예약취소 후 다시 예약하셔야 합니다.

(예약취소의 경우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입금자명으로 되며 입금시 송금수수료는 제외한 후 입금됩니다.

-모든 예약 취소시 소정의 위약금(총 입금요금의 10% ~ 90%)을 제외한 후 입금이 됩니다.

-예약 완료후 9일 이전까지의 예약 취소의 경우 위약금 10%입니다.

-환불은 매주 화요일 일괄적으로 입금해 드립니다.

-환불요청 전화는 PM 7시 30분까지 입니다.

이용당일 취소 : 환불불가

이용 1일전 취소 : 10%환불

이용 2일전 취소 : 20%환불

이용 3일전 취소 : 30%환불

이용 4일전 취소 : 40%환불

이용 5일전 취소 : 50%환불

이용 6일전 취소 : 60%환불

이용 7일전 취소 : 70%환불

이용 8일전 취소 : 80%환불

언제라도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oom information  
Related
photos  

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

High season guide No exists Weekend rates apply No exists

Additional person
fees

단체실: Full Capacity 10person ( Maximum Capacity :
15person , Additional fees: One person per 0Won) / 일반
실: Full Capacity 4person ( Maximum Capacity : 6person
, Additional fees: One person per 0Won)

Convenience
Facilities / Amenities

캠프파이어

Restaurant / Accommodation / Shopping  > Accommodations > Pensions / GuesthousesPensions / Guest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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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sion
http://054-683-8832.pkt114.com/


Basic Facilities No Content.

Location and Nearby Information(Within 10km)

List

FullCapacityFull Capacity : 10People ( Maximum Capacity :
15People )

CostsNo exists

Etc목욕시설, 에어컨, TV, 테이블, 화장대, 취사도구, 냉장
고

단체실

FullCapacityFull Capacity : 4People ( Maximum Capacity :
6People )

CostsHigh season weekdays : 80,000Won / High
season weekend : 80,000Won / Low season
weekdays : 60,000Won / Low season weekend
: 60,000Won

Etc목욕시설, 에어컨, TV, 테이블, 화장대, 취사도구, 냉장
고

일반실

PrevNext

623, Hwamu-ro Seokbo-myeon, Yeongyang-gun, Gyeongsangbuk-do Search on Naver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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