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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사용료 환불 기준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 80퍼센트 환불
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 70퍼센트 환불
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60퍼센트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없음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환불
사용일 당일 취소 및 사용일이 지날 때까지 취소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환불 불가 (단,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취소에 대해서는 전액 환불)
숙박시설과 캠핑장은 사용 당일 기준으로 태풍, 대설, 강풍, 호우 경보 발령 시 전액 환불, 오토캠핑장 경우 강풍(초속 14㎧ 이
상 풍속) 주의보 시 전액 환불(실내 숙박시설은 강풍주의보로 인한 전액 환불 해당 안 됨)

숙박시설 이용자 수칙

※ 이용객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협조 당부 드립니다.

입장

출입증(관리사무소 지급)은 퇴실 시 반납해주시기 바라며 숙박시설 사용은 관리자나 종사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사용료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기준인원 초과시 비품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숙박시설이 있는 곳에서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자동차 이용은 23시부터 07시까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

다른 이용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폭죽놀이, 고성방가 등 소음 발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비품사용은 깨끗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세면도구(칫솔, 치약, 수건, 삼푸 등)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모든 쓰레기는 지정된 곳에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물

무안황토갯벌랜드는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금합니다.

화재와 사고

화기사용 및 위험요인 발생 물품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갯벌랜드내에서는 불꽃놀이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실 또는 피해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비품 파손 및 분실 비용은 이용객에게 청구됩니다.

긴급사태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종사자)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숙박·캠핑 온라인예약 환불/유의사항환불/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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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bol/camping_ground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
/getbol/camping_ground/online_reservation/refund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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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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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
니다.
매너타임 시간은 22:00 ~ 07:00시입니다. 고성방가, 폭죽놀이, 노래방기계,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
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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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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