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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Question

예약 후 결제하지 않으면 취소 되나요? 34Answer
예약 후 전액 입금하셔야 완료되며 예약당일 기준으로 3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 됩니다.

19
Question

갯벌체험 이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266Answer
갯벌체험은 당일 물대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없으며 장화, 두꺼운 양말, 체험 용품 등은 개

별 준비입니다. 이곳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집 및 채취 행위가 금지됩니다. ※ 물때 참고사이트 : http://ww

w.badatime.com/340.html 용정리 물 때 시간표를 참고하세요. (간조시각 기준 약 ±2시간 갯벌체험가능) ※ 갯벌체

험,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문의 : 061-450-5650

18
Question

숙박·캠핑시설 예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937Answer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불가합니다. 예약은 한 달 단위로 전월 1일 09:00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달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 예시 : 22. 8. 1. → 22. 9. 1. ~ 10. 2. 까

지 예약 가능(달의 마지막 날이 금·토인 경우 해당주 일요일까지 예약 가능) / 22. 9. 1. → 22. 10. 3. ~ 10. 31. 까지

예약 가능 / 22. 10. 1. → 22. 11. 1. ~ 11. 30. 까지 예약 가능

17
Question

주중과 주말 요금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583Answer
주중은 일요일 ~ 목요일, 주말은 금요일 ~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의 전일 입니다. ※ 성수기(5월 ~ 10월) : 주중 주말 요

금 동일

16
Question

숙박·캠핑시설 이용 시 입실ㆍ퇴실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638Answer
입실시간 :［숙박동］15:00 ［오토캠핑장/카라반사이트］ 14:00 / 퇴실시간 : 11:00 ※ 입실 전 객실 키를 관리사무소

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퇴실 후 객실 키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
Question

애완동물과 동반입장이 가능한가요? 398Answer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14
Question

오토캠핑장과 카라반사이트에 전기시설이 있나요? 657Answer
각 사이트마다 전기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13
Question

냉ㆍ난방시설이 되어 있나요? 582Answer
카라반 포함 숙박시설에 에어컨과 전기난방시설 되어있습니다.

12
Question

각 숙박·캠핑시설에 와이파이 기능이 설치되어 있나요? 711Answer
숙박시설은 와이파이 사용 가능하시며 오토캠핑장과 카라반사이트는 와이파이 사용 불가능합니다.

11
Question

카라반에 화장실이 있나요? 585Answer
카라반 실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캠핑장 외부에도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0
Question

숙박시설 이용 시 비치 된 물품은 무엇이 있나요? 646Answer
바비큐 그릴(47*74*23cm(가로-세로-높이)), 에어컨, 전자레인지, 냉장고, 인덕션, 밥솥, 각종 그릇 냄비 도마 프라이팬 

등의 기본적 취사기구와 드라이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개인준비 품목은 석쇠, 숯불, 토치, 수건, 세면도구입니다. ※ 실내 

바비큐 시설 3개동 운영 중이므로 우천 시에도 이용 가능합니다.

9
Question

숙박요금 할인 혜택이 있나요? 숙박객 별도 매표해야 하나요? 712Answer
동일시설(동일호실) 2박 이상 이용 시 숙박요금의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숙박객은 별도 매표 없이 입장료가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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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동일시설(동일호실) 2박 이상 이용 시 숙박요금의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숙박객은 별도 매표 없이 입장료가 무료

이며 갯벌랜드 전시관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티켓을 발권해 드리므로 매표소에서 숙박객 확인을 받으신 후 무료 

티켓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8
Question

입장료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717Answer
군민은 입장료 1,000원 이며, 무료입장은 6세 이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독립·5.18 유공자 등 숙박·캠핑 이용

자, 황토찜질방 이용자, 다자녀 가정으로 신분증 및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7
Question

추가 입실 가능 인원과 인원 추가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703Answer
추가 입실 가능 인원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며 인원 추가 비용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실내 숙박시설 경우 비품

사용료(10,000원/1인)부과 시 추가 인원 수 만큼 침구류가 추가 ※ 방갈로, 6인카라반, 편백하우스는인원 추가 불가 ※ 

오토캠핑장 경우 기준인원(4인) 초과 시 입장료 발생 ※ 소아(만3세 미만)는 기준인원에서 제외

6
Question

바비큐 물품은 매점에서 구매가 가능한가요? 823Answer
숯과 석쇠 등 매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매점 재고 상태에 따라 물품이 조기 품절될 수 있습니다. ※ 장작은 화재 발생 

위험이 있어 사용하실 수 없으므로 숯불 사용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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