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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해양과학에 대한 차별화된 체험교육을 제공하여 21세기 해양시대의 주역인 어린이에게 과학적 사고
와 능력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리고, 서남권 해양과학교육시설로서 해양문화도시로 성장하는데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은 크게 5개 전시공간을 두고 있다. 먼저 ‘바다상상홀’은 과학관의 진입부로 어린이들에게 바다를 상상하
면서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전시공간이다. 다음의 ‘깊은바다’ 전시공간은 ‘바다와 탐사’라는 주제로 심해저에서 발견되는 해저자
원 및 해저지형을 잠수정을 이용해 탐사하는 과정을 ‘우글우글 자원탐사’, ‘요리조리 바다탐사’ 등의 체험공간으로 구성하고 있
다. 
2층에 있는 ‘중간바다’는 ‘바다와 생물’ 주제로 중간바다 등에서 적응하며 살고 있는 생물들의 특징과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
록 ‘바다숲 숨바꼭질’, ‘바쁜 중간바다’ 등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 
‘얕은바다’는 ‘바다와 환경’을 주제로 해양에서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자원과 요트와 위그선을 타며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전시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바다아이돔’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갯벌놀이터를 구성하여 아이들의 감각을 풍부하게
자극하도록 구성된 공간이다. 
이외에도 해양관련 영상물을 볼 수 있는 ‘4D 영상관’, ‘갯벌생태수조’ 등이 마련되어 있다.

<1층>

화~일 9시~18시

매주 월요일

성인(3000) 청소년(2000) 어린이(1000) 유아(500) 목포시 거주 초등학

생, 유치원생 관람료 무료

주차장 없음

없음

주소 삼학로92번길 98 (산정동)

전화 061-242-6359

추천 2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 추천하기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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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
/tour/attraction/area
http://mmsm.mokpo.go.kr


<1층>

- 바다아이돔 : 영․유아 대상 갯벌 체험 시설
- 바다상상홀 : 심해모형잠수정 이용, 깊은 바다 재현 영상

<2층>
- 깊은바다 : 해저지형, 평원 등 깊은 바다체험
- 중간바다 : 바다생태계의 동․ 식물 생태 및 먹이 모형 체험
- 얕은바다 : 요트모형 및 바다스튜디오 운영
- 4D영상관 : 바다체험과 관련된 4D 영상물 실연
- 수장고 : 전시품 보관 및 관리 영역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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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목포시 삼학로92번길 98

061-242-6359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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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7466
/tour/attraction/area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 목포시 삼학로92번길 98 대중교통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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