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시는 길 (목포→외달도)

특송운항 안내

주의사항

        
슬로시티 섬

외달도

2020 Welcome to Oedal Island

개장기간   2020.7.11 ~ 8.23

개장시간   09:00 - 18:00

해수풀장 / 해수욕장

특송운항 안내

주의사항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기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해주세요.

목포 출발 외달도 출발 목포 도착 기항지

평
일

07:00 08:00 09:00 달리도 / 율도

10:30 11:40 12:40 달리도 / 율도

13:30 14:50 15:50 달리도 / 율도

16:30 17:50 18:50 달리도 / 율도

주
말

07:00 08:00 09:00 달리도 / 율도

09:10 10:00 10:40 직항

11:00 12:10 13:10 달리도 / 율도

14:00 15:20 16:20 달리도 / 율도

16:30 17:50 18:50 달리도 / 율도

 배타는곳 : 목포연안여객터미널        여객선명 : 슬로아일랜드호        소요시간 : 50분

 요금 : 1인 왕복기준

오시는 길 (목포→외달도)

슬로시티 섬

외달도



청정해역의 자연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으며, 주변의 크고 작은 섬들이 

다도해의 아늑함을 느끼게 해준다. 외달도는 푸르게 반짝이는 바다, 

해수욕장의 고운 모래톱, 아름다운 낙조 등 경관이 아름다워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찾는 곳이다. 민박집의 푸짐한 밥상과 가족 단위등반 

및 산림욕을 즐길 수 있다. 연인에게는 탁 트인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산책로와 하트포토존에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

외달도
슬로시티 섬

외달도에서 연인과 가족, 친구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가세요!

해수풀장은 바닷물을 끌어 조성한 인공풀장이다. 어린이풀장, 

성인풀장, 대형풀장이 있으며 성인은 대형 바디슬라이더를 즐길 수 

있고 해수욕장 옆으로 소나무숲과  대형 그늘막, 샤워장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외달도해수풀장 외달도둘러보기 외달도민박안내

외달도해수욕장
청정해역의 맑은 바닷물과 다도해의 아름다운 
섬들이 어우러져 있고 낙조가 아름다워 연인들 
에게 큰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랑의 하트 포토존
외달도 정상에는 아름다운 해변가와 탁트인 
바다가 보이는 사랑의 하트 포토존이 있다.

해안산책데크
산책과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이웃섬 들을 조망 할 수 있다.

물놀이 안전 수칙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 운동
 물에 들어갈 때에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적시기
 수영금지 구역에서 절대 물놀이 않기
 어린이는 반드시 어른들과 함께 물놀이하기
 음주수영은 심장마비의 원인이 됨으로 절대 삼가

- 외달도 방문 전에 숙박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달도 내에는 현급지급기가 없으며, 일부 민박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 불가합니다.
- 외달도 해수풀장 전 지역 무료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산물 / 먹거리

관광 안내

한옥민박 7실 010-7257-7597

배경좋은민박 7실
061-261-2071   

010-2461-2071

바다민박 7실
061-261-2100   

010-6802-5886

오셔요민박 8실 010-2632-2243

풀장민박 9실
061-261-6538   

010-9057-2312   

010-2782-2312

숙이네민박 6실
061-261-6504   

010-9433-1293

고향민박 3실
061-261-6584   

010-4656-8087

촌장민박 6실
061-262-3251   

010-6296-4252

외달도민박 4실 010-5031-6689

오복민박 2실 010-5270-3170

쌍둥이민박 11실
061-261-4718   

010-2411-4718   

010-5858-9282

혜성민박 7실
061-262-5979   

010-4781-5979

달성민박 7실
061-261-6601   

010-4011-5983

은혜민박 6실 010-3306-5824

영자네민박 4실 010-9665-8334

현대민박 3실
061-262-1940   

010-8285-1940

우리민박 6실
061-261-1307   

010-6688-1307

파도민박 6실
061-261-2170   

010-9231-2170

해수욕장민박 7실 010-9434-4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