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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영상테마파크 입장료 안내

구분

개인 단체(20인 이상)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성인 청소년/군인 어린이

일반 2,000 1,500 1,000 1,500 1,000 500

특별 경로, 나주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무료입장 (단, 신분증 소지자에 한함, 확인 필수)

비고

성인 : 만 19세 이상 ~ 만 64세 이하

청소년 ⁄ 군인 : 만 13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중고생), 부사관 이하 군인

어린이 : 만 7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유아 : 만 3세 이상 ~ 만 6세 이하(유치원생 : 500원)

매주 월요일 휴무 (단, 공휴일 제외)

관람시간

하절기(3월 ~ 10월) 09:00 ~ 18:00 (월요일 휴무)

동절기(11월 ~ 2월) 09:00 ~ 17:00 (월요일 휴무)

문의

매표소 : T. 061) 335-7058 / 관리사무소 : T. 061) 335-7008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

경로, 유공자, 장애인, 나주시민 : 무료

시설 사용료

구분 사용료(원) 비 고

광고, 다큐멘터리 400,000 1일 기준 ※초과 매시간 : 5만원

TV드라마 800,000 1일 기준 ※초과 매시간 : 10만원

영화 1,000,000 1일 기준 ※초과 매시간 : 12만원

V.A.T 포함

1일 기준 : 09:00 ~ 18:00

사용료 감면 : 5일이상 10%, 10일 이상 20%, 20일 이상 30%

관람시간

V.A.T 포함

1일 기준 : 09:00 ~ 18:00

사용료 감면 : 5일이상 10%, 10일 이상 20%, 20일 이상 30%

 > 영상테마파크소개 이용요금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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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naju.go.kr/themepark/intro
http://www.naju.go.kr/themepark/intro/charge


사용료 감면 : 5일이상 10%, 10일 이상 20%, 20일 이상 30%

입장금지제한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5조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1 술에 취한 사람

2 감염병 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6세 이하의 어린이

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5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애완견 등 동물과 함께 시설을 입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로 사용할 때

5 드라마, 영화 촬영시 개방제한을 요구할 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용자 행위제한

관광시설 운영조례 제6조 나주영상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관 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관계자의 허가 없이 조명 사용 및 촬영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고성 방가하는 행위

5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타인에게 위협을 주는 행위

1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토석, 수목 등을 채취, 반출하는 사람

2 퇴폐적인 음주 및 가무, 유흥 등을 일삼는 사람

3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한 사람

4 시설물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반입한 사람

5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

을 소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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