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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야영 시설사용료

사용료 안내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7월~9월) 비수기(성수기 제외)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카라반 (4인용) 1대/1일 100,000 80,000 80,000 60,000

카라반 (6인용) 1대/1일 120,000 100,000 100,000 80,000

사이트 1개소/1일 25,000 20,000 20,000 15,000

평일과 주말 구분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연휴 마지막 날

주말 : 금요일 ~ 토요일 및 법정 공휴일 전일

※ 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사용시간

카라반 : 당일 14:00 ~ 익일 11:00

사이트 : 당일 14:00 ~ 익일 11:00

21시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23시 이후에는 출입을 제한합니다.

성수기(7월 1일 ~ 9월 30일)에는 퇴실시간 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여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경과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요금이 추가 됩니다.

(1시간내 1만원, 2시간내 2만원, 3시간내 3만원, 4시간 초과시 1일요금)

이용기준

카라반 인원 및 이용기준

4인용/6인용 : 소아(만3세 미만)은 기준인원에서 제외

기준 정원 초과시에는 입실이 불가하며, 환불조치함.(환불기준에 의거함)

애완동물 및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하며, 동반시 퇴실조치함.

카라반 이용객은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파라솔, 돗자리 등은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텐트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특히 카라반 인원 초과로 카라반 주변에

텐트시설을 하고 숙박할 수 없습니다.

개인세면도구(칫솔, 치약, 비누, 샴푸, 수건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오토캠핑) 이용 기준

오토캠핑 사이트는 6인을 기준으로 하며, 예약은 홈페이지 예약 선착순입니다.

사이트 크기와 상관없이 사용료 동일 (크기 : 5m X 7m)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으나 관리자(종사자)의 지도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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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tus/camping
/lotus/camping/facility_fee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으나 관리자(종사자)의 지도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본인 소유의 카라반(캠핑카)는 캠핑장 내 출입 및 이용이 불가하며, 환불조치함.(환불규정에 의거함)

주차 및 부대시설 이용기준

사이트별 1대 주차 원칙 - 추가 차량은 별도 공용 주차장 이용

부대시설(샤워장, 취사장 등) 사용은 무료

와이파이 이용 가능

사용료 환불기준

내 용 반 환 기 준

예약하고 선납된 경우

사용 예정일 7일전 취소 선납금액 전액반환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반환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70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60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없 음

예약ㆍ선납된 경우로서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 불가능

하거나 무안군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이동수단(항공기)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기타 이용이 불가한 경우 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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