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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황토갯벌랜드 관광객 알림사항

● 갯벌체험
1. 갯벌체험은 당일 물때를 참고하여 이용가능합니다.
2. 별도 비용 발생하지 않으나, 장화나 두꺼운 양말을 개인준비 해야합니다.
3. 이곳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채취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물때 참고사이트 : http://www.badatime.com/340.html 향화도항으로 검색하세요.
※ 갯벌체험 및 과학관 체험프로그램 문의전화 : 061-450-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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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시설 비치물품
1. 바비큐 그릴은 실내 숙박시설마다 1개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실내 바비큐 시설 3동이 별도 운영되고 있어 우천 시에도 이용가능합니다.
2. 에어컨, 드라이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인덕션, 밥솥, 각종 그릇, 냄비, 도마 등 기본적인 취사도구 비치되어있습니다.
4. 석쇠, 숯, 토치, 수건 및 세면도구는 개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숙박캠핑 문의전화 : 061-450-5634/5651/5636

● 숙박 · 캠핑 유의사항
1.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출입을 금지합니다.
2. 숙박동 주변에 추가 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3. 오토캠핑장/카라반사이트 자리 외 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4. 오토캠핑장 1사이트에 1텐트만 허용합니다.
5. 주차장 및 주차구역에 서설물(텐트, 타프 등) 설치를 금지합니다.
6. 장작(불멍) 사용 금지, 차박 이용 금지입니다.
7. 오토캠핑장 내 자가 카라반 또는 트레일러형 텐트 이용 금지입니다.
8. 입실 전 객실 키를 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하시기 바라며 퇴실 후 객실 키를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9. 15시 이전까지는 객실 정리 시간으로 입실 허용시간 이전에 도착하셔도 입실이 어렵습니다.
10. 23시 이후 입장은 불가합니다. 18:00 이후 객실에 도착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1. 매너타임 시간은 22:00 ~ 07:00시입니다. 고성방가, 폭죽놀이, 노래방기계,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소음 및 고성방가 행위 시 관리자 판단하에 이용 제한 및 강제 퇴실 조치됩니다.)
1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물(데크) 파손에 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객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무안군무안황토갯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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