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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 개장 안내

작성일 2018.06.25 16:58 등록자 관리자 조회수 3117

행정자치부 "2017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섬"에 선정
한국관광공사 "2016 전국 청정 해수욕장 20선" 선정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이 개장됩니다.
개장기간 : 2018. 7. 7 ~ 8. 19(44일간)

이용시간 : 09:00~18:00

이용료

일반 (대인 3천원/소인 2천원)
할인 (대인 2천원/소인 천원, 단체 20인이상,장애우, 경로자, 국가유공자)

관광안내 > 관광소식관광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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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섬 외달도는 목포에서 서쪽으로 6km 떨어진 곳으로 청정해역의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이 다도
해의 아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외달도해수풀장은 바닷물을 끌어 조성한 해수풀장으로 어린이풀장, 수중 놀이기구, 성인풀장, 대형풀장이 있고 스릴있는 바다슬라이더
와 이국적인 전망을 볼 수 있는 해변 원두막도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여름철 물놀이를 즐기기엔 더없이 좋습니다.

그외에도 청정해역의 맑은 바닷가가 보이는 다도해의 아름다움을 만끽할수 있는 해수욕장과 걸으면서 힐링도 하고 삼림욕도 즐길수 있
는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외달도 해수욕장은 총길이 260m, 폭 30m의 백사장과 푸르고 맑은 바다가 펼쳐진 장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고 건너편 조그마한 별섬이
인상적인 아름다운 해수욕장입니다.

대형풀장 바디 슬라이더 대형 그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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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달도에서 가장 로맨틱한 곳으로 외달도 정상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해변가와 탁트인 바다가 보이는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사
랑의 섬 하트 포토존과 해변을 따라 데크가 설치되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며 걷다보면 등대에 도착해 등대가 있는 철망에 사랑의 약속인 
사랑의 자물쇠도 걸 수 있습니다.

해수풀장 옆에는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유럽형 정원에 정자 전망대와 원형 호수가 꾸며져 있어 바다를 바라보며 아늑한 정
원을 거닐수 있습니다.

외달도의 다양한 특산물과 먹거리

주변에는 아기자기한 민박과 아름다운 한옥민박에서 하루 숙박하며 저녁에는 아름다운 저녁노을도 감상할수 있습니다.
소박한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맛보는 다양한 전복, 소라, 고동 등 외달도만의 독특한 특산물로 신선한 해산물까지 맛볼수 있어
요

이국적인 바다풍경을 감상하기에 좋은 해변 원두막 해변을 따라 이어진 해변산책로를 걸으며 힐링하세요.

사랑의 하트 포토존 외달도 해변 산책 데크 외달도 해변 산책 데크

유럽형 정원

고즈넉한 여유와 전통미가 살아있는 외달도 한옥 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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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에서 외달도 배편안내

목포에서 외달도까지는 50분 소요되며 목포 인근 섬인 달리도~율도~외달도 를 순회하며 운항합니다.

오시는길

목포 ▶ 외달도

배타는곳:목포연안여객선 터미널

여객선명:신진페리

소요시간:50분

요금:1인 왕복기준

성인 경로 청소년(중고생) 어린이(만2세~12세)

10,250원 8,350원 9,350원 5,200원

운항시간표 [문의:신진해운 061)244-0522]

목포출발 외달도출발 목포도착 운항선박 운항경로

07:00 07:50 08:50 신진페리 달리도-율도-외달도

10:30 11:20 12:20 신진페리 달리도-율도-외달도

13:30 14:20 15:20 신진페리 달리도-율도-외달도

16:30 17:20 18:20 신진페리 달리도-율도-외달도

특송운항 안내

해양수산부 지정 특송기간에는 여객선을 증선하여 수시로 별도 운항합니다.

여객선 명:제2사량호 수시 운항

소요시간:40분
해운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진해운(061-244-0522)에 확인 요망

하계특송기간 외달도 운항시간표
하계특송기간동안 사랑의 섬 외달도로 가는 배편 운항시간이 증편됩니다.
하계특송기간 : 7.21 ~ 8. 20
배타는곳 : 목포연안여객선터미널 (목포시 해안로 182)
여객선명 : 제2사량호
소요시간 : 달리도, 율도 순회(50분), 직항(40분)
문의사항 : 신진해운 061-244-0522으로 문의 바랍니다.
매표시 신분증 필요합니다.

7/21(토) ~ 8/20(월)

목포 출발 외달도 출발 목포 도착 기항지 운항선박

07:00 07:50 08:40 달리도,율도 제2사량호

09:00 09:45 10:30 직항 제2사량호

11:00 11:50 12:40 달리도, 율도 제2사량호

13:00 13:50 14:40 달리도, 율도 제2사량호

15:00 15:50 16:40 달리도, 율도 제2사량호
(http://www.mokpo.go.kr)



15:00 15:50 16:40 달리도, 율도 제2사량호

17:00 17:50 18:40 달리도, 율도 제2사량호

목포 출발 외달도 출발 목포 도착 기항지 운항선박

무더운 여름 시원함을 찾는다면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사랑의 섬 외달도 해수풀장/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휴양지로서 시원한 물놀이와 힐링하며 걷는 산책길, 민박집에서 즐기는 푸짐한 먹거리를 통해 관광객들의 소중한 추억을 더욱 더 오랫
동안 기억에 남게 해줄 것입니다.

외달도 안내홍보물 다운로드 외달도 둘러보기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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