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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0-07-17
코로나19 대응 물놀이장 임시휴관 안내(2020. 7. 17.(금) ~ ..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우려로 물놀이장을 일시적으로 휴관합니다. 기간: 2020. 7. 17.(금) ~ 별도 공지 시까지 내용: 물놀이장
임시휴관 ※ 유치자연휴양림 펜션, 오토캠핑장, 계곡평상은 정상운영합니다.

공지  
2021-10-19
예약 취소시

취소시 환불규정으로 적용하며 농협계좌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타은행은 수수료 500원이 발생합니다

공지  
2022-09-15
신축공사 18평 부용산집 18평가지산집

신축공사 18평 부용산집 18평 가지산집 2023년 5월완공

공지  
2023-04-04
펜션예약 캠핑데크예약

펜션예약 캠핑데크예약은 3개월전 부터 가능합니다

10  
2022-06-20
유치자연휴양림 물놀이장개장 (22년 7월16일 - )

유치자연휴양림 물놀이개장 2022년 7월 16일 입니다.

9  
2021-07-15
코로나19로 인해 물놀이장 입시휴관 (2021. 7.16}

코로나19 인해 물놀이장 임시휴관(2021. 7. 16) 별도 공지시까지 내용물놀이장 임시휴관 유치자연휴양림의펜션. 오토캠핑장 .계곡평상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8  
2020-02-01
예약하는방법

유치자연휴양림 펜션 및 캠핑데크 예약하는방법입니다.

7  
2018-08-19
유치자연휴양림 블로그입니다.

https://blog.naver.com/yuchi5520 캠핑데크 위치 및 설명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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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yuchi5520 캠핑데크 위치 및 설명을 자세히 보실 수 있으십니다.

6  
2018-04-25
캠핑데크 이용 시 환불규정

http://www.jangheung.go.kr/yuchi/fee/camping 환불규정 참고 바랍니다.

5  
2017-12-22
장작판매

+ 펜션손님 ; 숯불그릴 대여가능. + 장작판매

4  
2017-12-22
캠핑 예약자는 샤워장 사용가능

샤워장은 수영장옆 수인관건물에서 가능하며 그리고 관리사무소 앞, 취사장 옆에 있습니다. (온수가능)

3  
2017-12-22
펜션이용시 환불규정

펜션이용시 환불규정 당일 : 0% 1일전 : 10% 2일전 : 20% 3일전 : 30% 4일전 : 40% 5일전 : 50% 6일전 : 60% 7일전 : 70% 8일전 : 80% 9일전 : 
90% 10일전:100% 취소시 타은행은 수수료가 500원 공제가됩니다 농협계좌가 있으시면 환불계좌에 기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  
2017-12-22
유치휴양림 지번주소 안내

▶ 도로명 주소 : 장흥군 유치면 휴양림길154번지 ▶ 지번 주소 : 유치면 신월리 443번지"(관리사무소) 입니다.

1  
2017-12-21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홈페이지가 개편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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