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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독일 루르 알테나 지역의 교사였던
리하르트 쉬르만(Richard Schirrmann) 박
사는 아이들과 여행 중 비어있는 학교를 숙
박 시설로 활용하는‘유스호스텔’이라는 개
념을 창시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넷터 초등
학교를 유스호스텔로 개방한 후, 독일정부
의 지원으로 이를 알테나 성으로 이전함으
로써 최초의 유스호스텔이 탄생하였습니다.
현재는 전세계 90여 나라에 4,000여개의

다양한 유스호스텔이 있으며, 유스호스텔은 남녀가 구분된 도미토리식 객실과 1인실 및 2인실,
가족실을 구비하고 있어 개인 배낭여행객은 물론 가족과 단체 여행객이 많이 이용합니다.

유스호스텔 예약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홈페이지 (www.kyha.or.kr)에서 가능합니다.

01. 유스호스텔이란?

국제유스호스텔연맹(IYHF)은 1931년 유럽 10개국이 모여 결성되었으며, 점차 확산되어 현재는
UNWTO, UNESCO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 국제기구로 성장하였습니다. Hostelling을 ‘다양한
문화, 인종,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화합의 인류애를 키우고, 여행을 통한 배움과 서로 이해하
는 마음을 키워 평화를 이야기하며,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지속가능한 관광을 지향합니다. 한국유스호스텔연맹은 유스호스텔증을 발급하고, 회원들에
게 세계 90여개국의 4,000여 호스텔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2. 유스호스텔증

회원증 발급은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홈페이지 (www.kyha.or.kr)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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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시설 IYC 유스호스텔(국제청소년센터)은 꿈과 미래 그리고 젊음의
전당으로, 자연(개화산)과 어우러진 아늑한 공간입니다. 한국청소년단체협
의회가 건립/운영하는 IYC 유스호스텔(국제청소년센터)은 쾌적한 분위기
속에 277명이 숙식할 수 있는 객실, 레스토랑과 함께, 다양한 부대시설인
국제회의장과 세미나실(8실) 등을 갖추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국제행사, 기업체 연수/행사, 수학여행, 동호회(가
족) 등 진행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IYC 유스호스텔 (국제청소년센터)

주소 : (07508)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
교통 : 지하철 5호선 방화역(도보5분 소요)
예약문의 : TEL. 02)2667-0535(대표), 0157(예약직통) FAX : 02)2667-0479
www.iyc.or.kr / iyc@hanmail.net
blog.naver.com/ncyok / www.facebook.com/IYCYH/

IYC 유스호스텔 (국제청소년센터)
www.iyc.or.kr

■ 안락하고 조용한 숙박시설(61개 객실, 277명), 2인실(2실), 3인실(9실),
4인실(35실), 6인실(11실), 10인실(4실), 천정형 개별 냉/난방 시스템

■ 다양한 활동과 연회가 가능한 연수시설(음향 및 프로젝트 기본제공)
국제회의장(최대 300명), 중회의실(3실, 50~80명), 소회의실(5실, 20~40명)

■ 277명 동시 식사 가능한 레스토랑(2실)

■ 편리한 교통 : 올림픽대로, 지하철 5/9호선, 공항철도, 김포국제공항(8분),
교통체증 없는 인천국제공항(35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김포IC, 15분), 남부순환도로 등

■ 스포츠센터(해수수영장, 유아풀장, 헬스장 지하 1층), 개화산둘레길(3개 코스),
방화근린공원(1분), 행주산성(13분), 겸재정선미술관(13분), 허준박물관(14분),
현대유람선 및 현대프리미엄아울렛김포점(14분)

3인실 4인실

6인실 레스토랑

대강당 대강당

회의실(3실) 소회의실(5실)

IYC 유스호스텔 (국제청소년센터)
www.iyc.or.kr



138-749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방이동)
대표전화 : 02) 410-2114, 단체예약 : 02) 410-2553~6
청소년프로그램 : 02) 410-2146, 객실예약 : 02) 410-2514

교육시간 : 2시간(예약제)
교육대상 : 초⋅중⋅고등학생
교육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프로그램 주요내용

동서양 매너와 에티켓의 이해교육 및
고급 양식 풀코스 요리를 직접 체험, 서양식 식사
에티켓을 습득하고 예절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글로벌 청소년 인재 양성 프로그램

글로벌 에티켓
맛있는 테이블 매너
Global  Etiquette Manner

역량강화 프로그램 1

서울올림픽파크텔만의 차별화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교육유형 : 캠프형 / 일반형
교육대상 : 초등학생
교육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프로그램 주요내용

학교 내 간부와 상담자 조정자 학생들이
그들의 힘과 지혜로 작은사회인 학교를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주고,
필요한 리더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리더십 향상
드림 리더스 캠프
Dream Leader’s Camp

역량강화 프로그램 2

대규모 인원수용이 가능한 단체식당과 여러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프로그램 주요내용

아늑한 분위기와 객실에서 보이는 올림픽공원의 전망은 자연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객실

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스텔

The Best Youth Hostel

세계를 향한 글로벌 청소년의 미래,
파크텔에서 만나보세요!







유럽풍 붉은기와와 하얀벽이 해송과 어울러져, 누구나 한번쯤 꿈꾸는 아름다운 동화 속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 곳, 바로 서천유스호스텔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송림 산림
욕장 산책로 및 바닷가) 인근 국립생태원, 국립 해양 행물자원관, 서천8경을 찾는 관광객
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거점 숙박시설입니다. 이 곳을 찾아 주시
는 개인, 가족, 학교, 단체, 기업, 종교기관 모두에게 만족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잠시나마, 휴식과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4년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2018년 전국수련시설 종합평가

초/중/고 수련활동·수학여행·교회수련회
대학생 OT·MT/기업연수·세미나



숙박시설
아름다운 풍경과
쾌적한 자연속에
202실 규모의
편안한 휴식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수련시설
비발디파크유스호스텔은
청소년 수련을 위한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다양한 편의시설은
수련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해드립니다.



서울 유스호스텔 SEOUL YOUTH HOSTEL

YOUTH HOSTEL 1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6, Toegye-ro 26ga-gil, Jung-gu, Seoul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eoulyh.go.kr
02)319-1318      02)319-1314     312

HOSTELLER
Youth Hostel Guide Book

2019 유스호스텔과 만나면 세계는 한가족
교육부 창의적체험활동 수련장 유스호스텔

HOSTELL I NG  I N TERNAT IONAL  KOREA

HOSTELLER글로벌
워터파크

FEEL THE
CLIMAX

새벽까지
잠들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촌

국내 새벽
스키의 시작

OCEAN WORLD
SKI WORLD



IYC 유스호스텔(국제청소년센터) INT'L YOUTH CENTER

강화로얄 유스호스텔 GANGHWA서울올림픽파크텔 유스호스텔 SEOUL OLYMPIC PARKTEL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448, Olympic-ro, Songpa-gu,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parktel.co.kr
02)410-2114    02)410-2100    804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
234, Geumnanghwa-ro, Gangseo-gu,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iyc.or.kr
02)2667-0535      02)2667-0744      277

HOSTELLER

하이서울 유스호스텔 HI SEOUL YOUTH HOSTEL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200, Yeongsin-ro, Yeongdeungpo-gu, Seoul HI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hiseoulyh.com
02)2677-1779     02)2677-1776     330

YOUTH HOSTEL 1918 YOUTH HOSTEL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보리고개로 174
174, Borigogae-ro, Gilsang-myeon, Ganghwa-gun, Incheon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ghyouth.co.kr
032)937-9401~3     032)937-7100     551

HOSTELLER



안양블루몬테 유스호스텔 NYANG BLUMONTE&RESORT

베르아델 유스호스텔 BERADEL

한국민속촌 유스호스텔 KOREA FOLK VILLAGE

그린캠프 유스호스텔 GREEN CAMP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산로 729-64
729-64, Hwaaksan-ro, Buk-myeon, Gapyeong-gun, Gyeonggi-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greencamp.kr
031)582-5304     031)582-3324     140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13
213, Yesulgongwon-ro, Manan-gu, Anyang-si, Gyeonggi-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blumonte.hec.co.kr
031)471-8111     031)472-8106     64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90, Minsokchon-ro,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koreanfolk.co.kr
031)288-1700     031)288-1702     541

YOUTH HOSTEL 2120 YOUTH HOSTEL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376
376, Buheung-ro, Danwon-gu, Ansan-si, Gyeonggi-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horseride.co.kr 
032)882-2255     032)882-2251     105

HOSTELLER HOSTELLER



강촌 유스호스텔 GANGCHON

신안 웰리힐리 유스호스텔 SHINAN WELLIHILLI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 CAMP GREAVES

한울유스센터 유스호스텔 HANUL YOUTH CENTER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번지
137, Jeoksipja-ro, Paju-si, Gyeonggi-do CAMP GREAVES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dmzcamp131.or.kr
031-953-6970     031)953-8977     240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구곡길 62-9
62-9, Gangchongugok-gil, Namsan-myeon, Chuncheon-si,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kcyh.net
033)262-1201~2     033)262-1204     230

경기도 화성시 남양면 고향의봄길 99
99, Gohyanguibom-gil, Namyang-eup, Hwaseong-si, Gyeonggi-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hanulcamp.co.kr
031)355-7542     031)355-7543     500

YOUTH HOSTEL 2322 YOUTH HOSTEL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451, Gowon-ro, Dunnae-myeon, Hoengseong-gun,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wellihillipark.com
033)340-3000     033)340-3171     1,918

HOSTELLER HOSTELLER



보광 유스호스텔 BOGWANG PHOENIX PARK

용평 유스호스텔 YONG PYEONG

동서울 유스호스텔 DONGSEOUL

대명비발디 유스호스텔 DAEMYUNG VIVALD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236
236, Sinpyeongseokhwa-ro, Jijeong-myeon, Wonju-si,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respia.com
033)732-3700     033)732-4282     741

24 YOUTH HOSTEL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262, Hanchigol-gil, Seo-myeon, Hongcheon-gun,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daemyungresort.com
033)439-8624     033)439-8636, 033)439-7539     1,384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236
174, Taegi-ro, Bongp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phoenixpark.co.kr
02)527-9515     02)527-9670     788

YOUTH HOSTEL 25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715, Olympic-ro, Daegwanr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yongpyong.co.kr
033)335-5757     033)335-5769     762

HOSTELLER HOSTELLER



자연부여 유스호스텔 JAYEON

부여군 유스호스텔 BUYEO

유성 유스호스텔 YUSEONG

서천 유스호스텔 SEOCHEON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34번길 72-40 
72-40, Janghangsandan-ro 34beon-gil, Janghang-eup, Seocheon-gun, Chungcheong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cyouthtel.or.kr
041)956-0003     041)956-3004     333

충청남도 부여군 외산면 반교동로 6
6, Bangyodong-ro, Oesan-myeon, Buyeo-gun, Chungcheongnam-do JAYEON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자연유스호스텔.com
041)835-7783          -          180

대전광역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68
68, Hakhajungang-ro, Yuseong-gu, Daejeon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youthostel.or.kr
042)822-9591~27     042)823-99657     394

YOUTH HOSTEL 2726 YOUTH HOSTEL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번지
43, Uiyeol-ro, Buyeo-eup, Buyeo-gun, Chungcheongnam-do, Korea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http://www.buyeoyh.or.kr
041)836-9576, 9577     041)836-9578     300

HOSTELLER HOSTELLER



충주호월악산 유스호스텔 CHUNGJUHO WORAKSAN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유스호스텔 ARPINA

천안상록 유스호스텔 CHEONAN SANGNOK

청풍 유스호스텔 CEONGPUNG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2139, Cheongpungho-ro, Cheongpung-myeon, Jecheon-si, hungcheong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dfmc.kr/camp
043)652-9090     043)652-3647     150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월악로 1372
1372, Worak-ro, Hansu-myeon, Jecheon-si, Chungcheong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woraksan.co.kr
043)651-7001~2     043)651-7004     266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수신로 576
576, Susin-ro, Susin-myeon, Dongnam-gu, Cheonan-si, Chungcheong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angnokresort.co.kr
041)560-9111     041)560-9059     916

YOUTH HOSTEL 2928 YOUTH HOSTEL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35
35, Haeundaehaebyeon-ro, Haeundae-gu, Busan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arpina.co.kr
051)740-9800     051)731-9800     446

HOSTELLER HOSTELLER



통영동원 유스호스텔 TONGYEONG DONGWON

파라디이스비치 유스호스텔 PARADISE BEACH

거제 유스호스텔 GEOJE

거제 해와나루 유스호스텔 GEOJE HAEWANARU

경상남도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284
284, Yeonhahaean-ro, Yeoncho-myeon, Geoje-si, Gyeongsang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geojesea.com
055)637-4950     055)633-7840     204

경상남도 통영시 산양읍 담안길 240
240, Daman-gil, Sanyang-eup, Tongyeong-si, Gyeongsang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dongwonresort.co.kr
055)640-5100     055)640-5193     462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거제대로 283
283, Geoje-daero, Nambu-myeon, Geoje-si, Gyeongsang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geojedo.or.kr
055)632-7977     055)632-4806     350

YOUTH HOSTEL 3130 YOUTH HOSTEL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로 98-3
98-3, Haegeumgang-ro, Geoje-si, Gyeongsang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파라다이스비치.kr
055)632-4004     055)633-4774     142

HOSTELLER HOSTELLER



신라 유스호스텔 SHILA

한국관 유스호스텔 HANKOOKKWAN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MUNGYEONG SAEJAE

성보촌 유스호스텔 SUNGBOCHON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13-14
336, Sangmu-ro, Hogye-myeon, Mungyeong-si, Gyeongsang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ungbo.ne
054)555-0001     054)-554-4430     513

경상북도 경주시 영불로 256
256, Yeongbul-ro, Gyeongju-si, Gyeongsang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hilayh.com 300
054)748-7333     054)748-7334     300

경상북도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13-14
913-14, Saejae-ro, Mungyeong-eup, Mungyeong-si, Gyeongsang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aejae-yh.co.kr
054)571-5533     054)571-1990     450

YOUTH HOSTEL 3332 YOUTH HOSTEL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5길 14
14, Bulguksintaekji 5-gil, Gyeongju-si, Gyeongsang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gohankookkwan.com
054)746-4761     054)745-0001     498

HOSTELLER HOSTELLER



순천만에코촌 유스호스텔 SUNCHEON BAY ECO VILLAGE

고창군선운산 유스호스텔 GOCHANGGUN SEONUNSAN

해누리 유스호스텔 HAENURI

해남 유스호스텔 HAENAM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88-88
88-88, Daeheungsa-gil, Samsan-myeon, Haenam-gun, Jeolla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hnhostel.co.kr
061)533-8282     061)532-1730     200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대안마산길 180
180, Daeanmasan-gil, Haeryong-myeon, Suncheon-si, Jeollanam-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http://ecochon.suncheon.go.kr
061)722-0800     061)722-0831     150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신택지3길 34
34, Bulguksintaekji 3-gil, Gyeongju-si, Gyeongsang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haenuri-yh.co.kr
054)746-0086     054)746-4215     1,168

YOUTH HOSTEL 3534 YOUTH HOSTEL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36
158-36, Seonunsa-ro, Asan-myeon, Gochang-gun, Jeolla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eonunsan.co.kr
063)561-3333     063)561-3448     490

HOSTELLER HOSTELLER



메이풀하우스 유스호스텔 MAYFULL HOUSE

제주C&P 유스호스텔 JEJUSI C&P RESORT

상관 유스호스텔 SANGGWAN

전주JK 유스호스텔 JEONJU JK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264 JK싸이언스빌딩
264, Jeonjucheondong-ro,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jkhostel.co.kr
063)232-2382     063)232-2363     310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곱은달서길 165
165, Gobeundalseo-gil, Jocheon-eup, Jeju-si, Jeju-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mayfull.co.kr
064)784-7823     064)784-7824     524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죽림편백길 118-38
118-38, Jungnimpyeonbaek-gil, Sanggwan-myeon, Wanju-gun, Jeollabuk-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anggwanresort.co.kr
063)230-4500     063)230-4510     370

YOUTH HOSTEL 3736 YOUTH HOSTEL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328-63
4328-63, Jungsangandong-ro, Seongsan-eup, Seogwipo-si, Jeju-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cnpresort.co.kr
064)784-7701     064)784-7701     81

HOSTELLER HOSTELLER



와우힐즈 게스트하우스 WOW HILLS GUEST HOUSE

이즈앳케이 게스트하우스 IS@K Guest House

제주TS 유스호스텔 JEJU TS

호스텔코리아 창덕궁 HOSTEL KOREA CHANGDEOKGUNG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 85
85, Donhwamun-ro, Jongno-gu,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khostel.kr
070)4705-1900     02)6937-1218     107

YOUTH HOSTEL 3938 YOUTH HOSTEL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4길 35
35, Wausan-ro 24-gil, Mapo-gu,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wowhillsguesthouse.com
02)325-7888          -           29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861-78
35, Wausan-ro 24-gil, Mapo-gu,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jejuts.co.kr
064)764-8100          -        366명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42길 20 
20, Itaewon-ro 42-gil, Yongsan-gu,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istaykorea.com
02)749-3003     02)794-3355     40

HOSTELLER HOSTELLER



남산 호스텔 NAMSAN

서울 N 호텔 SEOUL N HOTEL

YOUTH HOSTEL 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43-45 
43-45, Seosomun-ro, Seodaemun-gu, Seoul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kimcheeguesthouse.com/downtown
02)3148-6540     02)3148-6533     120

40 YOUTH HOSTEL

서울시 중구 퇴계로18길 67
262, Hanchigol-gil, Seo-myeon, Hongcheon-gun,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namsanguesthouse.co.kr
02)778-7800          -           150명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20번길 20
174, Taegi-ro, Bongp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gochang.go.kr/seonunsan
010-4145-9965     070-8226-8985     28

서울시 종로구 종로66가길 21
174, Taegi-ro, Bongpyeong-myeon, Pyeongchang-gun, Gangwon-do
국제연맹 예약사이트 가입시설 www.seoulnhotel.kr, seoulnhotel.ddm@gmail.com
02)6365-0008          -          150명

HOSTELLER HOSTELLER

김치다운타운 게스트하우스 KIMCHEE DOWNTOWN

오아시타 호스텔 OASITA Hostel



유스호스텔 현황

YOUTH HOSTEL 4342 YOUTH HOSTEL

지역 시설명 주소 인원 전화 팩스 홈페이지

서울

서울

서울

서울

부산

대구

대구

인천

인천

인천

인천

인천

대전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경기

강원

국제청소년센터

서울올림픽파크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유스호스텔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팔공산맥섬석유스호스텔

비슬산유스호스텔

강화유스호스텔 

서해청소년유스호스텔

강화로얄유스호스텔

서해오션빌유스호스텔

영흥도유스호스텔

유성구유스호스텔

안양블루몬테 유스호스텔

베르아델 유스호스텔

한국민속촌유스호스텔

파인유스호스텔

용인씨씨유스호스텔

서평택아츠벨리유스호스텔

한울유스센터

비전빌리지유스호스텔

캠프그리브스유스호스텔

광림유스호스텔

그린캠프유스호스텔

가평유스호스텔

청평마루유스호스텔

자연과별유스호스텔

임진강유스호스텔

기화유스호스텔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234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48

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0

서울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부산시 해운대해변로35(우동)

대구시 동구 갓바위로 223-35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일연선사길 10

인천시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972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로 288번길 52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보리고개로 174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선재리 14-1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 676

대전시 유성구 학하중앙로 6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21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부흥로 376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민속촌로 9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평로 1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황새울로 255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오금길 220

경기도 화성시 고향의봄길 99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용은길 28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적십자로 13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03-40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로 729-64

경기도 가편군 청평면 대성리79-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양진길154

경기도 가평군 북면 백둔로 342번길 115-33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로 87번길 34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로 444

277

804

330

306

446

200

304

412

840

551

162

212

250

200

105

330

700

92

440

505

286

240

400

170

47

206

148

166

232

02-2667-0257

02-410-2555

02-2677-1779

02-319-1318

051-740-3281

053-985-8000

053-610-5700

032-933-8891

032-932-7602

032-937-9401

032-887-6100

032-882-8547

042-822-9591

031-471-8111

032-882-2255

031-288-1700

031-329-9515

031-332-3323

031-683-7677

031-355-7542

031-884-1717

031-953-6970

031-544-0515

031-582-5304

031-585-8163

031-584-6612

031-580-2472

031-835-0057

033-263-1151

02-2667-0744

02-410-2102

02-2677-1776

02-319-1314

051-740-3239

053-985-8113

053-610-5799

032-933-9335

032-932-7608

032-937-7100

032-887-3003

032-882-8547

042-823-9965

031-472-8106

032-882-2251

031-274-3335

031-338-7897

031-355-7542

031-884-0625

031-956-8399

031-544-0519

031-582-3324

031-585-8166

031-584-6613

031-580-2479

031-835-0057

033-263-9692

www.iyc.or.kr

www.parktel.co.kr

www.hiseoulyh.com

www.seoulyh.go.kr

www.arpina.co.kr

www.mssyh.com

www.hotelazalea.or.kr

www.gh-yh.co.kr 

www.seohaeyh.com

www.royalspa.co.kr 

www.youthostel.or.kr

www.horseride.co.kr

www.koreanfolk.co.kr

www.pineyouth.co.kr

www.yongincc.com

www.hanulcamp.co.kr

www.maiimvisionvillage.co.kr

www.dmzcamp131.or.kr

www.marustay.co.kr 

kiwayh.com

지역 시설명 주소 인원 전화 팩스 홈페이지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북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전북

전북

전북

강촌유스호스텔

춘천시청소년여행의집

동서울유스호스텔

O2 유스호스텔

설악산유스호스텔

대명홍천비발디유스호스텔

신안종합유스호스텔

둔내유스호스텔

세계유스호스텔인재개발원

용평리조트유스호스텔

휘닉스빌유스호스텔

수안보이글밸리유스호스텔

청풍유스호스텔

월악산유스호스텔

태동유스호스텔

속리산유스호스텔

소백산유스호스텔

천안상록유스호스텔

풍경유스호스텔

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공주유스호스텔

부여군유스호스텔

자연부여유스호스텔

서천유스호스텔

아가페유스호스텔

해가든유스호스텔

전주JK유스호스텔

익산유스호스텔

모악유스호스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강촌구곡길 62-9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3035(사농동)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236

강원도 태백시 서학로 861(황지동)

강원도 속초시 청봉로 173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고원로 451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청태산로 466번길 55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월송석화로 211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올림픽로 715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태기로 174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주정산로 203

충북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39

충북 제천시 한수면 월악로 1372

충북 보은군 산외면 산외로 596-28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134

충북 단양군 단양읍 소백산등산길 21-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수신로 576

충남 천안시 광덕면 광덕리 해수길 178-47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458-4

충남 공주시 탄천면 삼거리1길   8-1

충남 부여군 부여읍 의열로 43

충남 부여군 외산면 반교동로 6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산단로 34, 72-40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안길 100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2길, 25-60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264

전북 익산시 마한로 11(신동)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72

191

157

741

664

499

1,384

1,918

898

564

762

912

659

155

165

412

397

1,470

885

88

689

1,072

280

180

333

50

604

565

247

75

033-262-1201

033-250-3560

033-732-3700

033-580-7315

033-636-7115

033-430-7975

033-340-3414

033-340-3045

033-344-3456

033-335-5757

033-330-6858

043-846-3000

043-652-9090

043-651-7001

043-544-8800

043-540-7733

043-421-5555

041-560-9191

041-568-3288

041-856-4666

041-852-1212

041-836-9756

041-835-7783

041-956-0003

041-672-5537

063-232-2382

063-548-4401

033-262-1204

033-244-2034

033-732-4282

033-554-3604

033-636-7077

033-430-7971

033-340-3171

033-340-3189

033-345-7812

033-335-0160

033-330-6508

043-846-3096

043-652-3647

043-651-7004

070-7614-3933

043-540-7740

043-421-3860

041-560-9019

041-568-3288

041-856-4663

041-852-1240

041-836-9578

031-272-0849

041-956-0888

063-232-2363

063-548-4403

www.kcyh.net 

chpungyh.co.kr

www.woraksan.co.kr

mcbdamoa.coreit.co.kr

www.sokrisan.co.kr

www.gongjuyh.com

buyeoyh.or.kr

www.scyh.or.kr

www.jkhostel.co.kr

www.moaky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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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설명 주소 인원 전화 팩스 홈페이지

전북

전북

전북

전북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전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남

상관유스호스텔

무주덕유산유스호스텔

㈜나봄리조트

선운산유스호스텔

여수마리나유스호스텔

순천유스호스텔

순천만에코촌유스호스텔

기차마을로즈유스호스텔

보성유스호스텔㈜

해남우수영유스호스텔

해남군유스호스텔

진도군유스호스텔

경주시산내유스호스텔     

불국사유스호스텔           

서울유스호스텔              

신라유스호스텔              

해누리유스호스텔           

토함산유스호스텔           

포시즌유스호스텔           

한국관유스호스텔           

동궁유스호스텔             

계림유스호스텔             

리멤버유스호스텔                  

황룡유스호스텔              

문경새재유스호스텔

성보촌유스호스텔

영덕바다숲향기말유스호스텔

아카데미유스호스텔

사량섬유스호스텔

전북 완주군 상관면 죽림편백길 118-38

전북 무주군 설천면 심곡리 1182-14

전북 장수군 천천면 승마로 1005-31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36

전남 여수시 돌산읍 계동로 407-2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년수련원길 167

전남 순천시 해룡면 대안마산길 180

전남 곡성군 오곡면 기차마을로 232

전남 보성군 보성읍 녹색로 2868-13

전남 해남군 문내면 관광레저로 12-36

전남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88-88

전남 진도군 고군면 진도대로 1320

경북 경주시 산내면 원두길 82

경북 경주시 영불로 228(진현동)

경북 경주시 불국신택지4길 34(진현동)

경북 경주시 영불로 256(진현동)

경북 경주시 불국신택지3길 34(진현동) 

경북 경주시 불국신택지2길 30(진현동)

경북 경주시 영불로 217(진현동)

경북 경주시 불국신택지5길 14(진현동)

경북 경주시 진현로2길 21(진현동)

경북 경주시 불국신택지1길31(진현동)

경북 경주시 영불로 209(진현동)

경북 경주시 불국신택지 6길 9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새재로 913-14

경북 문경시 상무로 377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해맞이길 254-55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1길 12-18

경남 통영시 사량면 상도일주로 1594-18

370

764

268

310

180

168

150

228

239

450

198

200

467

750

496

473

498

486

498

498

563

300

481

275

540

340

182

121

165

063-230-4512

063-320-7404

063-353-8880

063-560-8952

061-644-9900

061-755-5522

061-749-4816

061-362-1314

061-853-0102

061-535-1318

061-533-0170

061-543-5556

054-753-1300

054-745-4500

054-746-6000

054-748-7333

054-746-0086

054-777-5522

054-743-2202

054-746-4761

054-748-7400

054-775-2117

054-776-7031

054-772-6666

054-571-5533

054-555-0001

054-730-7023

054-975-9966

055-641-8247

063-230-4510

063-320-6854

063-353-8881

063-561-3448

061-644-9944

061-755-6298

061-722-0831

061-362-1316

061-853-0123

061-533-1318

061-532-1730

061-543-5546

054-751-8415

054-746-7805

054-746-6650

054-748-7334

054-746-4215

054-777-5526

054-743-2206

054-745-0001

054-748-6225

054-775-2118

054-746-6864

054-772-4664

054-571-1990

054-613-5888

054-730-6599

055-641-8249

sanggwanresort.co.kr

www.gochang.go.kr/seonunsan/

www.marina.com

www.suncheon.go.kr/ecochon

usuyeong.com

www.gjseoul.co.kr              

shilayh.com         

www.haenuri-yh.co.kr          

www.tohamsan.co.kr           

www.gjfour.com          

www.gohankookkwan.com         

www.donggungyh.co.kr         

www.gyerimstel.co.kr             

www.eremember.co.kr                 

www.gyeongjuhl.com           

www.mgyouthtel.or.kr

www.sungbo.net

지역 시설명 주소 인원 전화 팩스 홈페이지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남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제주

통영동원유스호스텔

거제유스호스텔

파라다이스비치유스호스텔

거제해와나루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파래소

우포생태촌유스호스텔

상주비치유스호스텔

상주유스호스텔

청학동명륜학당유스호스텔

명도암유스호스텔

메이풀하우스유스호스텔

거문오름유스호스텔

고파크유스호스텔

뉴코리아유스호스텔

아르본유스호스텔

월드와이드유스호스텔

헤리티지유스호스텔

조이빌제주유스호스텔

마이테르유스호스텔

제주유스호스텔

라벤더스유스호스텔

노블렛유스호스텔

제주TS유스호스텔

아로마리조트제주유스호스텔

중문에스피유스호스텔

용산제주유스호스텔

C&P리조트유스호스텔

홍익샤모니유스호스텔

경남 통영시 산양읍 담안길 160-21

경남 거제시 남부면 거제대로 283

경남 거제시 남부면 해금강로 98-3

경남 거제시 연초면 연하해안로 284

경남 양산시 원동면 청수골길 9

경남 창녕군 이방면 우포2로 330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로 60번길 15

경남 남해군 상주면 남해대로 674

경남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359-12

제주도 제주시 명림로 393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곱은달서길 165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434-2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86-17번지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하소로 769-15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482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 2길 116-12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966

제주도 제주시 조천읍 와산남길 41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애원로474-29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방축길 128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중앙로 252번길 50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861-83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861-78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로 1097, 178

제주도 서귀포시 일주서로 1222(상예동)

제주도 서귀포시 이어도로 297(하원동)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중산간동로 4328-63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서로68

462

404

142

204

379

113

150

40

198

390

480

58

72

603

490

90

330

206

500

376

40

380

366

96

254

212

81

136

055-640-5134

055-632-7977

055-632-4004

055-637-4950

055-367-9999

055-530-1733

055-863-6001

055-862-6079

055-882-1892

064-759-9596

064-784-7823

064-782-9976

064-784-0103

064-799-7001

064-799-0017

064-799-7759

064-748-0005

064-784-7866

064-799-9911

064-799-1811~2

064-739-0770

064-764-8900

064-764-8100

064-792-8888

064-739-2000

064-738-9502

064-784-7701

064-739-1200

055-640-5191

055-632-4806

055-633-4774

055-633-7840

055-388-0254

055-530-1739

055-863-6001

055-863-5609

064-759-9597

064-784-7824

064-782-9976

064-783-0807

064-799-7008

064-799-0352

064-799-7769

064-711-1280

064-783-7301

064-799-8824

064-796-1812

064-738-0770

064-764-6639

064-764-2255

064-792-3939

064-739-2037

064-738-9505

064-784-7701

064-739-1220

www.geojedo.or.kr

www.geojesea.com

www.youth-hostel.co.kr

upovill.cng.go.kr

www.sangjupension.co.kr

www.명도암유스호스텔.kr

www.mayfull.co.kr

www.hostel.co.kr

ww.arbon.co.kr

www.miterrehotel.com

www.jejuyouthhostel.com

lavendersjeju.modoo.at

www.jejuts.co.kr

www.spresort.co.kr

www.yongsanjejuyh.com



▶ 미국 ‘Super-Glide’ 상표권 및
서비스권 보유

▶ 특허 3종 보유
스케이트장 시공, 수영장겸용시공, 다목적 경
기장 시공

▶ 광고
- 나이키, 하나은행, E1광고(김연아 출연)

▶ 국내 설치 실적
- 문래동 아이월드 아이스하키장
(2016년 2월)

- 대구 세다하키 (2016년 4월)
- 목동아이스링크 슈팅연습장
- 광운대(회기동) PHD 아이스하키
트레이닝 센터

- 강남구 코엑스
-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 마이다스 호텔&리조트

▶ 해외 실적
일본 나고야 토요타 홈 링크

▶ 유스호스텔에 시설시 장점
유스호스텔의 기존 스포츠 시설(강당, 공연장)
과 같은 공간에 설치하여 아이스하키, 피겨
등의 다목적 시설로 활용이 가능.
유스호스텔내에서 동계 고급 스포츠를 쉽게
접할 수 있어 고객의 이탈 방지로 매출 증대
2018년 평창 올림픽의 기대감으로 증가하는
고객의 요구를 호스텔 내에서 실현 가능하여
개별 유스호스텔의 브랜드 제고

▶ 시공사례

(주) 에스지에스에이 SGSA Co., Ltd. 2010년 법인설립

- 얼음없는 아이스링크, 슈퍼글라이드 -

(주)에스지에스에이 (SGSA Inc) Super Glide Skate ASIA
TEL: +82-2-464-6002 FAX: +82-2-464-6004 E-Mail: skaterin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