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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목적
건립연혁

주요 사업추진 경과
2010년~2015년



1.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보전관리

2. 갯벌의 가치를 소개하는 홍보,교육,전시의 기능과 생태체험 학습을 통한 해양환경교육의 장 조성

3. 청정갯벌 생태자원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와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4. 무안 황토와 갯벌을 알리고, 보고, 즐기고, 머물고 갈 수 있는 사계절 관광지 조성

※지구를 둘러싼 검은 비단이라는 테마로 하늘,바다,땅에 사는 생명체가 1㎥안에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

건립연혁

2001. 12 : 갯벌습지보호지역(대한민국 1호) 지정 42㎢
2006. 12 : 무안생태갯벌센터 준공
2008. 01 : 람사르습지 지정·등록(1732호)
2008. 06 : 무안갯벌도립공원 지정
2012. 11 : 무안갯벌캠핑장 개장(캐러반 10대, 오토 5면)
2017. 01 : 무안생태갯벌과학관 등록
2017. 07 : 무안생태갯벌사업소 신설
2017. 09 : 
- 생태갯벌유원지 조성사업(2013 ~ 2017) 준공 
- 국민여가캠핑장(2014 ~ 2017), 분재테마전시관(2015 ~ 2017) 준공
2017. 11 :‘무안황토갯벌랜드’통합명칭 사용
2017. 11 : 황토찜질방 준공
2017. 12 : 사업소 이전
2018. 02 : 자동차 야영장업(무안황토갯벌랜드 오토캠핑장) 등록
2018. 04 : 분재테마전시관 개관
2018. 11 :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 지정(제6호)
2020. 09 : 해상안전체험관 준공 2018 ~ 2020
2021. 02 : 갯벌낙지 맨손어업 유산관 개관

주요 사업추진 경과

2010년~2015년

2010. 02 : 황해생태지역 국제교류 포럼 개최
2010. 03 : 한국해양연구원-WWF 황해생태지역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2010. 06 : 국토해양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확정
2010. 08 : 무안갯벌생태안내인 교육 1기
2010. 09 : 한-와덴해 갯벌교육 국제 워크숍 개최

무안황토갯벌랜드 건립목적건립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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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09 : 한-와덴해 갯벌교육 국제 워크숍 개최
2011. 05 : 무안군-목포대학교 업무협약서 체결
2011. 06 : 무안-신안군 갯벌산업 업무협약서 체결
2011. 08 : “항공사진전” 기획전시전 개최
2011. 08 : 무안갯벌생태안내인 교육 2기
2011. 10 : 무안갯벌시민모니터링 연구용역 발주
2011. 11 : 무안갯벌생태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9명 수료)
2012. 05 : 2012 무안갯벌문화제 개최(5.17~18)
2012. 06 : 무안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
2013. 09 : 2013 무안황토갯벌 축제 개최
2013. 08 : 유네스코 청년 워크캠프 개최 및 주니어 국제캠프
2014. 05 : 초등대상 무안갯벌 생태학교 제14차 환경교육프로그램 인증
2014. 09 : 어린 칠게 방류사업 (2만마리)
2014. 10 : 무안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 발주
2014. 10 : 무안황토갯벌축제 개최
2014. 10 : 목포mbc 특별기획 무안갯벌과 인간의 공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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