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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관 : 디스커버리, 무안갯벌

갯벌의 무한한 가치를 갯벌생물의 생태, 사람과의 관계, 갯벌 속 과학원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소개합니다. 미래를 향한 가능
성으로 이어지는 스토리와 체험형 전시콘텐츠로 갯벌의 다양한 모습을 만나고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관람코스 1 ~ 6 (생태관 ~ 미래관)

전시관 둘러보기

갯벌생태관 : 갯벌과의 만남

갯벌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세계적인 갯벌은 어디에 있나요?
서해갯벌에는 어떤 갯벌들이 있나요?
무안갯벌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람사르습지는 무엇일까요?

황토연구실 : 무안황토갯벌의 발견

무안황토갯벌연구실 방문을 환영합니다.
무안황토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무안황토갯벌의 특성
무안 황토 특산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생태갯벌과학관 전시관 둘러보기 1층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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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생물관 : 무안갯벌의 생물 다양성 발견과 탐구

무안갯벌의 생물다양성
무안갯벌의 일 년이 궁금해요.
갯벌생태환경이란 무엇인가요?
무안갯벌에서는 어떤 새를 만날 수 있나요?
무안갯벌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나요?
어떻게 소금물에서 살 수 있을까요?
디지털 갯벌 도감

디지털 수족관

갯벌에서 심해로 떠나는 흰발농게의 여정 따라가기

갯벌탐구관 : 갯벌 속 생물의 발견과 탐구

갯벌속으로
갯벌 속에는 어떤 생물이 사나요?
누구의 흔적일까?
흰발농게와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무안갯벌 터주대감, 세발낙지
중형저서생물
갯벌의 숨은 일꾼, 미생물
잠들지 않는 갯벌
드론 타고 갯벌로!
갯벌 생물을 찾아라

갯벌미래관 : 무안 갯벌의 미래가치 발견

갯벌 에피소드
갯벌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갯벌은 왜 중요할까요?
갯벌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까요?
갯벌 지킴이 퀴즈
갯벌에 대한 나의 생각은?
디지털 포토존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유산관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6호로 지정된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에 대해 소개합니다.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테마로 자연친화
적인‘맨손낙지어업’의 가치를 보존하고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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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유산관 둘러보기

1. 낙지의 역사

2. 전통낙지 어업

3.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

4. 전통을 잇는 어민들

5. 갯벌과 무안어민

6. 맨손낙지어업의 미래

기타 이용 시설물

① 다목적영상관 ② 안내데스크
③ 갯벌LAB ④ 수유실
⑤ 상상탐구실(체험실) ⑥ 학예연구실
⑦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유산관 (http://www.muan.go.kr)



⑦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유산관

유모차(36개월 미만), 휠체어는 안내데스크에서 무료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위한 다목적 영상관 대여는 문의 바랍니다.
무안생태갯벌과학관 학예연구실 061-450-5650

다목적영상관 시설 사용료

사용기준
(기본사용시간)

사용료

비고

평일 토 ‧ 공휴일

2시간 70,000원 100,000원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시설물대관사용 신청서 받
기

COPYRIGHT ⓒ MUAN-GUN.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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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s/30658/use_from01.hwp



	목차
	1층
	전시관 : 디스커버리, 무안갯벌
	관람코스 1 ~ 6 (생태관 ~ 미래관)
	전시관 둘러보기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유산관 :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전통어업
	무안갯벌낙지 맨손어업유산관 둘러보기

	기타 이용 시설물
	다목적영상관 시설 사용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