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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01-11
정남진물과학관 개관 안내

정남진물과학관 수열에너지 홍보관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고 2023년 5월 3일 새롭게 오픈합니다. 문의처 : 061-860-7844

100  
2023-05-07
정남진 물과학관 휴관( 2023.05.08(월) ~ 2023.05.09(화) ) 안내

⊙ 5월 8일(월)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 ⊙ 5월 9일(화) 어린이날 대체 휴관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61) 863-0051

99  
2023-05-04
정남진 물과학관 5월 운영 안내

◆ 공휴일 운영 안내 ◆ 5월 5일(어린이 날) 정상 운영 5월 27일(부처님오신 날) 정상 운영 ※ 휴 관 일 5월 9일(어린이 날 운영에 따른 대체 휴관) 5월
30일(부처님오신 날 운영에 따른 대체 휴관)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일입니다.

98  
2022-12-07
정남진물과학관 휴관(22.12.10.~11.) 안내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설치 및 리모델링 공사 준비로 인하여 2022. 12. 10.(토), 11(일) 휴관 입니다. 문의 사항 061-860-7844

97  
2022-12-01
정남진물과학관 운영 안내

정남진물과학관 운영 안내 2023.1. 15일까지 정상 운영 합니다. 2023. 1. 16. ~ 정남진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조성 및 리모델링으로 인하여 휴관예
정입니다. (공사 일정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문 의 처 : 정남진물과학관 061-860-7844

96  
2022-09-28
정남진물과학관 10월 운영 안내

10월 3일(개천절), 10일(한글날대체휴일), 17일, 24일, 31일 정남진물과학관 휴관일 입니다.

95  
2022-08-28
정남진물과학관 9월 운영 안내

- 9월 9일(금) 정상 운영 - 9월 10일(토) 휴관(추석 당일) - 9월 11일(일) 정상 운영 - 9월 12일(월) 정상운영 - 9월 13일(화) 휴관(9월 9일 운영 대체휴
관) - 9월 14일(수) 휴관(9월 12일 운영 대체휴관) 정남진물과학관 운영 사정에 따라 휴관 및 운영 일자 변경이 있을수 있습니다. 문의 061-863-005
1

94  
2022-08-13

커뮤니티 > 공지사항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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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2-08-13
2022년 8월 15일(월) 광복절 휴무 안내

정남진물과학관 2022년 8월 15일(월) 광복절 휴무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061-863-0051

93  
2022-08-09
정남진물과학관 8월 운영 안내 

-매주 월요일 휴관입니다. -광복절(8월 15일) 휴관입니다. 감사합니다.

92  
2022-07-09
정남진물과학관 4D상영관 관람 안내

정남진물과학관 4D 상영관 안내 - 4D 안경 미착용 하시고 관람 가능합니다. - 의자 공기압 불량시 4D상영관 의자 움직임에 고장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문의사항 061-860-0051

91  
2022-05-29
2022.6.1.(수) 지방선거일 휴관 안내

2022. 6. 1. (수) 2022지방선거에 따라 정남진물과학관 휴관입니다. 문의 061-863-0051

90  
2022-05-04
정남진물과학관 5월 운영 안내 

정상 운영 : 5.5.목(어린이날) 대체 휴관 : 5.6.금(어린이날 대체) 매주 월요일 정기 휴관

89  
2022-02-25
정남진물과학관 3월 운영 안내

공휴일 운영 안내 3월 1일(삼일절) 정상운영 휴 관 일 3월 2일(삼일절 운영에 따른 대체 휴관) 3월 9일(20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휴관) ※ 물과학관 사
정에 따라 운영일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88  
2022-01-27
정남진물과학관 설연휴 기간 운영 안내

정남진물과학관 설연휴 기간 운영 안내 입니다. 개관일 : 1.29(토), 30(일), 2.2(수) 휴관일 : 1.31(월), 2.1(화), 2.4(목) 입장 가능 대상 - 발열체크, 마
스크 착용, 안심콜 또는 백신접종코드 등록 후 입장 가능

87  
2022-01-27
정남진물과학관 방역패스 적용 대상 해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변경에 따라 2022.1.18~ 별도 안내 시 까지 정남진물과학관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 헤제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입장 가능 
대상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안심콜 또는 백신 코드 확인후 입장 가능

86  
2022-01-12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

정남진물과학관은 방역 수칙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입니다. 입장대상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의학
장흥군청(http://www.jangheu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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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community/notice?idx=265763&mode=view
/water/community/notice?idx=265763&mode=view
/water/community/notice?idx=265181&mode=view


정남진물과학관은 방역 수칙에 따라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 시설입니다. 입장대상 : 접종완료자 및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18세 이하, 의학
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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