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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티투어 09:30 ~ 15:40(소요시간 : 6시간 10분)

목포역 구 동본원사 목포
별원

서산동 시화골목 유달산 노적봉 목포근대역사관
1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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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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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목포종합수산시
장

목포역 목포해상케이블
카

확대  축소

온라인 예약하기  리플렛 다운로드

주간시티투어 주요 관광지

시티투어 > 주간시티투어

해발 228m의 기암괴석으로 이루

어진 유달산은 노령산맥의 맨 마

지막 봉우리다. 정상에 올라서면

목포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며

푸른 다도해의 경관이 시원스레

펼쳐져 있고 그 사이를 오고 가는

크고 작은 선박들의 모습이 한 폭

의 동양화를 연상시킨다.

유달산

일제강점기 때 동양척식주식회사

는 토지 경영, 부동산 담보대부 등

의 사업으로 우리나라 경제력을

지배하기위한 회사로 1920년 6월

에 문을 열었다. 1999년 11월 20

일 전라남도 기념물 제174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일제 강점기

사회상 사진 자료가 전시되어 있

다.

근대역사관 2관

1897년 목포 개항이후 일본의 영

사업무를 위해 1900년 12월 완공

된 건물로서 광복 이후 목포시청,

시립도서관, 목포문화원으로 사용

되었고 근대 건축물 가운데 문화

재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사적 제

289호로 지정 되었다.

근대역사관 1관

1930년대 초반에 지어진 일본식

불교사원으로, 해방 이후 정광사

의 관리를 받다가 목포중앙교회에

서 1957년부터 사용한 건물로 절

이 교회가 된 이색적인 약력을 지

니고 있다. 석조외관 등 전반적인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암울했던

시대에 민주화운동의 산실로 활용

됐던 역사적 건물이다.

동본원사

주간시티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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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citytour
/tour/citytour/day
/tour/citytour/reservation
/contents/17355/guidance_a_2023.pdf


주간시티투어 노선도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자세히보기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이며 한

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故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각종

사료와 영상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평화와 화합의 전당인 김

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지상 2

층 규모로 전시동과 컨벤션 동으

로 구성되어 있다.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자세히보기

자연사박물관은 중앙홀, 지질관

등 7개 전시실에 다양한 전시물과

입체 미디어파사드, 증강현실 체

험 등 지구 46억년의 자연사를 고

스런히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세

계에서 단 2점뿐인 공룡화석 프레

노케랍토스와 전남 신안군 압해도

에서 발굴해서 복원한 세계적 규

모의 육식공룡알 둥지화석이 전시

되어 있다.

자연사박물관

자세히보기

형형색색의 지붕들이 층층히 겹쳐

진 집들 사이로 세가지 테마가 있

는 아름다운 골목길을 따라 계단

사이사이 시와 꽃 그리고 아기자

기한 그림들이 그려진 벽화를 보

다보면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

며 여운을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골목 입구에 영화1987 촬영지 연

희네슈퍼도 있어 1980년대 감성

과 함께 레트로 여행지로 각광받

고 있다.

서산동 시화골목 (연희네슈퍼)

자세히보기

갓바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삿갓

을 쓰고 서 있는 모습의 바위로 관

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며, 예

전에는 배를 타고 나가야만 볼 수

있었던 갓바위를 해상에서 직접

조망할 수 있는 보행교를 바다위

에 설치하였다.

갓바위와 해상보행교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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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7428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7451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7449
/tour/attraction/cultural_assets/list?mode=view&idx=7492
/tour/attraction/museum?mode=view&idx=7465
/tour/attraction/museum?mode=view&idx=7445
/tour/theme/movie
/tour/attraction/island?mode=view&idx=7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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