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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영양군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이용에 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방역관련 특별공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 따라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은 실내체육시설로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및 음성확인 대상 시설입
니다.
- 위 사항에 따라 시설 입장 및 12월 회원 가입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시간표 내 지침(3페이지 하단)을 참고하
세요.
□이용시간 : 월~토(주중 06:00~21:00)(토요일 09:00~18:00) /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자세한 시간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강습반 회원가입 : 당일 개장시부터 마감시까지 / 영양군청소년수련관 1층 데스크- 11월22일(월) 저녁강습반①(18:30~19:20)
- 11월23일(화) 저녁강습반②(19:30~20:20)- 11월24일(수) 새벽강습반(06:30~07:20)
- 11월25일(목) 오전강습반(09:00~09:50)- 11월26일(금) 자유수영
□수영장 위치 :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92, 영양군 청소년수련관□수영장 규모 : 25M, 4레인
□이용인원 : 회당 30명□이용료 
- 어린이(만12세 이하) - 1회 : 2,500원 / 월 : 20,000원- 청소년(만13세~18세) - 1회 : 3,000원 / 월 : 30,000원
- 일반(만19세 이상) - 1회 : 3,500원 / 월 : 40,000원□이용료 할인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할인(10%)- 다자녀가정(만18세 이하인 자녀 3명 이상) 부모(10%)
- 30명 이상 단체할인(30%)- 경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할인(50%)
 ※ 사용 신청시 위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시설이용 시 유의사항
- 수영복, 수영모, 수경 및 수건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제한
-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물놀이용품 반입금지- 탈의실, 샤워실, 대기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 위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이용문의 :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054-683-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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