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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유달유원지

신안의(1004개) 섬에서 사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목포로 나온다.
긴 시간 배를 타고 육지로 나오다 심한 폭풍우라도 만나는 날이면 거친 파도는 섬사람들의 오장을 뒤집고, 사람들은 머리를 배
바닥에 대고 죽은 듯이 눕는다. 사람들이 바다에 길들여질때 쯤, 대반동이다! 목포에 다 왔다! 육지다! 대반동 끄트머리가 저 먼
저 물위로 튀어나와 섬사람들을 반긴다. 배 위에 얌전하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리며 일어나 대반동을 바라보며 육지의 첫
안부를 묻는다.
배를 타고 천사의 섬으로 떠나는 날은 어떤가. 육지, 목포로부터 멀어지는 여객선을 향하여 대반동은 배가 용머리를 돌아 보이
지 않을 때까지 한자리에 지켜서 바라본다. 그래서 신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대반동은 그리움이다!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대반동
이다.

대반동에 자리한 목포해양대학교는 1950년 4월 5일 항해과 15명으로 전문대학으로 개교한 이후 1994년 대통령령으로 대학교
로 , 현재는 2500여명의 학생들이 해사계열과 해양공학계열 등에서 미래를 준비한다.천년전 장보고의 기상을 이어받은 목포해
양대학교는 신해양도시의 중심 목포에서 50여 년간 한결같이 해양산업분야의 인재를 양성해왔다. 두 척의 실습선 유달호(3644
톤)와 새누리호(4701톤)는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시킨다.

목포에서 가장 오래된 신안비치호텔이다.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신안비치호텔 앞 해상에
는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0시~0시

무료

주차장 없음

없음

주소 해양대학로 59 (죽교동)

전화 061-270-8374

추천 1

이용시간

휴무일

이용요금

주차시설

장애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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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여행코스

는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유람선 선착장이 있다.
유람선을 타고 오후 한 때를 보낸 후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앉아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여유 그리고 다도해 사이로 넘어가는 환상
적인 일몰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대반동의 멋진 풍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둠이 다가 올수록 아름다운 곳! 고하도에 조명이 하나 둘 켜지고 화려한 용의 모습
으로 대변신을 한다. 바다를 털고 곧 하늘로 날아오를 듯하다. 은은한 조명을 받은 유달산 꼭대기는 우주에 둥둥 떠다니는 궁전
을 연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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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케이블카

유달산 노적봉 > 연희네슈퍼 > 유달유원지 > 어민동산

코스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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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유달유원지

목포시 해양대학로 59

061-270-8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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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으로

유달유원지 : 목포시 해양대학로 59 대중교통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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