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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05-16

2023년 황토찜질방 휴장 안내

〈황토찜질방 하절기 임시 휴장〉 2023. 6. 1.(목) ~ 10. 31.(화) ※ 황토갯벌축제기간 운영 2023. 6. 9.(금) ~ 6. 11.(일)

공지  
2023-04-27

〈〈긴급공지〉〉 숙박시설 제한 운영 안내

〈캠핑장 전체휴장 및 숙박동 제한 운영 안내〉 제9회 무안황토갯벌축제 기간 이용객 불편과 주차 및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제한 운영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23년 6월 9일(금) ~ 11일(일)/3일간 ○ 운영시설 : 이글루 8동(숙박동) - 캠핑장 전체휴장, 이글루 외 숙박동 미운영

* 숙..

공지  
2023-04-24

2023년 5월 프로그램 체험 및 공연 안내

2023. 5. 5.(금) ~ 5. 27.(토)까지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지  
2023-03-10

2023년 무안황토갯벌축제 및 연꽃축제 일정 안내

제9회 무안황토갯벌랜드 축제 □ 기 간 : 2023. 6. 9(금) ~ 6. 11(일) / 3일간 제26회 무안연꽃축제 □ 기 간 : 2023. 7. 20(목) ~ 7. 23(일) / 4일간

공지  
2022-07-04

숙박··캠핑 온라인 예약 시스템 변경 안내

〈숙박·캠핑 온라인 예약 시스템 변경 안내〉 2022년 8월부터 숙박·캠핑 온라인 예약이 한 달 단위로 전월 1일 09:00시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달의 마

지막 날이 금요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일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시) 예약오픈 : 2022년 8월 1일 월요일 → 2022년 9월 1일 목요일 ~ 10월 2일 일요

일까지 예약 가능 (..

공지  
2018-10-15

★★무안황토갯벌랜드 관광객 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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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화..

공지  
2018-04-26

★★무안황토갯벌랜드 ~ 이것만은 꼭꼭 지켜주세요★★

건전한 여가문화와 아름다운 추억이 깃든 무안황토갯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성원바랍니다. ★ 예약 인원수를 지켜주세요. ★ 실내에서

절대 금연해주세요. ★ 분리수거 · 설거지를 꼭 해주세요. ★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 출입 금지입니다. ★ 장작(불멍) 사용 금지, 차박 이용 금지입니다. ★ 오

토캠핑장 내 자가 카라반, 트레일러..

149  
2022-11-22

2023년 설날 연휴 휴관 안내

〈 무안황토갯벌랜드 설날 연휴 휴관 안내 〉 이용시설 : 생태갯벌과학관, 해상안전체험관, 숙박캠핑 운 영 일 : 23. 1. 21. (토) / 1. 23. (월) / 1. 24 (화) 휴 관

일 : 23. 1. 1. (일) / 1. 2. (월) / 1. 22. (일) /대체휴관 1. 25. (수) ※ 1월 23일 월요일 정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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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022-11-03

2022년 황토찜질방 운영 안내

〈황토찜질방 운영 안내〉 운영시간 : 화요일 ~ 토요일 (07:00 ~ 18:00) 휴 무 일 : 일요일, 월요일 ※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 가능

147  
2022-10-21

힐링갯벌 프로그램 체험 및 공연 안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힐링갯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2. 11. 5.(토) ~ 11. 19.(토)까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11월 5일 진행 예정이었던 버블쇼 프로그램이 이태원 참사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체험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146  
2022-10-06

2022년 오토캠핑장 일부 이용 제한 및 신규 오픈 안내

〈무안황토갯벌랜드 오토캠핑장 이용 안내〉 수목 식재 공사로 인하여 오토캠핑장의 일부 이용 제한 및 신규 오픈하게 될 구역 운영을 안내드립니다. · 이용

제한 구역(11월 1일 ~ 별도 공지 시까지) - C(데크)구역 : 1, 3, 5 - D(데크)구역 : 2, 3 - E(데크)구역 : 1, 2, 5, 6 · 신규오픈 구역 - 예약 가능 날..

145  
2022-10-05

힐링갯벌 프로그램 체험 및 공연 안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힐링갯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2. 10. 8.(토) ~ 10. 15.(토)까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44  
2022-09-13

10월 공휴일 휴관 안내

〈10월 공휴일 휴관 안내〉 체험시설 : 생태갯벌과학관, 해상안전체험관 운 영 일 : 22. 10. 3. (월) / 10. 10. (월) 휴 관 일 : 22. 10. 4. (화) / 10. 11. (화) ※

매주 월요일 전체휴관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입니다.

143  
2022-09-02

온라인예약 태풍 피해 긴급 안내

〈무안황토갯벌랜드 온라인예약 긴급 안내〉 태풍 11호 힌남노의 예상 진로상 전국 영향권 진입으로 이용에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숙박시설

제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 예약불가 기간 : 22. 9. 4 (일) / 9. 5 (월) / 9. 6 (화) - 예약불가 객실 : 전체 숙박동 및 오토캠핑장, 카라반사이트

142  
2022-08-26

추석 연휴 휴관 안내

〈추석 연휴 휴관 안내〉 체험시설 : 생태갯벌과학관, 해상안전체험관 운 영 일 : 22. 9. 9 (금) / 9. 11 (일) / 9. 12 (월) 휴 관 일 : 22. 9. 10 (토) 추석 당일 / 9.

13 (화) 대체휴관 ※ 매주 월요일 전체휴관(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1월 1일, 설날, 추석날)입..

141  
2022-07-25

힐링갯벌 프로그램 체험 및 공연 안내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힐링갯벌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2022. 7. 29. (금) ~ 8. 05. (금)까지 다양한 체험과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140  
2022-07-19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미운영 안내

〈여름철 물놀이장 시설 미운영 안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관광객분들의 건강과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해 물놀이장 시설 미운영을 알려드립니다.

139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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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황토찜질방 휴장 안내

〈황토찜질방 휴장 안내〉 휴장 기간 : 22. 6. 27. (월) ~ 10. 31. (월)

138  
2022-05-30

무안황토갯벌랜드 예약안내사항

무안군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관광 및 숙박상품을 기획함에 따라 일부 객실이 제한되었으나 6. 1. (목) ~ 6. 18. (토) 까지의 판매 제외분 나머지 잔여분은 인터

넷 예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가능 날짜 : 22. 5. 31. (화) 09:00부터 가능 - 예약가능 객실 : 복층방갈로, 6인용 카라반

137  
2022-05-24

여름 성수기 일괄 예약실시

〈여름 성수기 일괄 예약실시〉 무안황토갯벌랜드 숙박동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해 여름철 휴가 기간을 일괄 오픈합니다. - 이용가능날짜 : 7월

15일 (금) ~ 8월 31일 (수) - 예약가능날짜 : 6월 14일 (화) / 09:00부터

136  
2022-05-11

황토찜질방 운영안내

〈황토찜질방 운영안내〉 - 운 영 일 : 화요일 ~ 일요일 (월요일 휴관) - 운영시간 : 화요일 ~ 목요일, 일요일 : 07:00 ~ 18:00 / 금요일, 토요일 : 07:00 ~ 20:00

※ 마감 1시간 전까지 입장가능

135  
2022-05-06

숙박상품 기획 관련 예약 안내사항

〈무안황토갯벌랜드 예약 안내사항〉 무안군과 목포시가 공동으로 관광 및 숙박상품을 기획함에 따라 일부 객실이 제한되었으나 판매 제외분 나머지 잔여분

은 인터넷 예약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약가능 날짜 : 22. 5. 11. (수) 09:00부터 가능 - 예약가능 객실 : 복층방갈로, 6인용 카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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