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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캠핑  온라인예약  실시간예약

숙박·캠핑

시설안내

숙박배치도

황토이글루(황토편백방)

황토움막(황토편백방)

카라반

방갈로 / 복층방갈로

캠핑사이트

카라반사이트

편백하우스

이용안내

외부전경

편의시설·즐길거리

황토찜질방

매점

캠핑장 부대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식당 겸 카페

놀이시설 및 즐길거리

농게쉼터

분재전시관

온라인예약

실시간예약

예약조회/취소

환불/유의사항

실시간예약 Muan Ecological Tidal Flat Center

01  예약선택 02.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03.예약완료

총 금액 0원 다음단계로

전체삭제 선택삭제 선택예약

선택시설목록

시설명 예약일자 예약기간 인원 금액

숙박시설은 인터넷 사전예약으로만 가능하며 전화예약은 불가합니다.
정기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입니다.

숙박시설은 성수기(5월~10월) 매일 운영, 비수기(11월~4월) 월요일 휴무

객실 예약은 한 달 단위로 전월 1일 09:00부터예약이 가능합니다. 달의 마지막 날이 금요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 22. 8. 1. → 22. 9. 1. ~ 10. 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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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 후 전액 입금하셔야 완료되며 예약당일 기준으로3시간 이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취소됩니다.
당일 인터넷 예약은 불가하며, 전화예약 및 현장접수(061-450-5636)만 가능합니다.
동일시설(동일호실) 2박 이상 이용 시 사용료의 10% 감면입니다. 연박 할인 미적용으로 결제된 경우 관리사무소(061-450-
5634/5651/56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숙박동 주변에 추가 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오토캠핑장/카라반사이트 자리 외 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오토캠핑장 1사이트에 1텐트만 허용합니다.
주차장 및 주차구역에 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장작(불멍) 사용 금지, 차박 이용 금지입니다.
오토캠핑장 내 자가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형 텐트 이용 금지입니다.
매너타임 시간은 22:00 ~ 07:00시입니다. 고성방가, 폭죽놀이, 노래방기계,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
니다.
(소음 및 고성방가 행위 시 관리자 판단하에 이용 제한 및 강제 퇴실 조치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데크) 파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실 전 객실 키를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퇴실 후 객실 키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이전까지는 객실 정리 시간으로 입실 허용시간 이전에 도착하셔도 입실이 어렵습니다.
23시 이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18:00 이후 객실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061-450-563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입실시간 : [숙박동] 15:00 　[오토캠핑장/카라반사이트] 14:00
퇴실시간 : 11:00

예약/결제 알림사항 예약/결제 알림사항 접기

숙박시설 유의사항 숙박시설 유의사항 접기

편의시설 운영시간 편의시설 운영시간 접기

지도로 선
택

달력으로 선
택

로그인 예약확인

무안황토갯벌랜드 생태갯벌과학관 숙박·캠핑 해상안전체험관 체험 및 행사 무안갯벌의 가치 소통창구

(http://www.muan.go.kr)

/getbol
https://www.muan.go.kr/www/operation_guide/member_login?return_url=/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reserve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inquiry_cancel
/getbol/support/sitemap
/getbol/mudland
/getbol/ecology_tour
/getbol/camping_ground
/getbol/experience
/getbol/local_food
/getbol/getbol_value
/getbol/communication
/
/getbol/camping_ground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lodge_plan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redclay_igloo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redclay_mudhut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caravan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bungalow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camping_ground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caravan_site
/getbol/camping_ground/facilities_guide/cypress_house
/getbol/camping_ground/how_to
/getbol/camping_ground/exterior_view1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jjimjilbang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market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incidental_facilities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physical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concert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food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playground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restarea
/getbol/camping_ground/convenient/bonsai_exhibit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inquiry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refund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live_reservation
https://www.muan.go.kr/lotus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일부기능이 작동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찜질방 : 화~금 (07:00 ~ 18:00, 입장마감 17:00) / 일요일, 월요일 휴무
매　점 : 일~목 (09:00 ~ 18:00), 금~토 (11:00 ~ 19:00) / 월요일 휴무
식당 겸 카페 및 로컬푸드판매장 : 미운영

갯벌체험

당일 물때를 참고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으나, 장화나 두꺼운 양말을 개인 준비해야 합니다.
이곳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채취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갯벌체험,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문의전화 061-450-5650

해상안전체험관

체험은 사전 인터넷 예약으로 운영됩니다.
이용대상 : 6세 이상 (※프로그램 별 상이)
해상안전체험관 문의전화 061-452(454)-2552

캠핑안전수칙

매너타임 시간은 22:00 ~ 07:00시입니다. 고성방가, 폭죽놀이, 노래방기계,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
니다.
(소음 및 고성방가 행위 시 관리자 판단하에 이용 제한 및 강제 퇴실 조치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데크) 파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험/시설 알림사항 체험/시설 알림사항 접기

물때 자세히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
침

사업자등록확인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찾아오시는길 로그아웃

주소) 58504 전남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관리사무소(숙박, 캠핑) : 061-450-5634,5651,5636(평일), 061-450-5636(야간 및 공휴일) / 갯벌체험,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 061-450-5650 / 해상안전체험관 : 061-452(454)-2552

사업자등록번호) 226-83-10802 무안생태갯벌사업소 / 개인정보처리관리책임자 :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

TOP

(http://www.muan.go.kr)

https://www.badatime.com/340.html
/getbol/support/protection
/getbol/support/cctv
http://www.ftc.go.kr/www/bizCommList.do?key=232
http://www.muan.go.kr/www/operation_guide/reject
/getbol/mudland/map
/ybscript.io/member/logout?return_url=/getb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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