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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명소 > 권역별

게스트하우스예술촌

신용카드  전화예약  조식제공  애완동물

“게스트하우스예술촌은”
목포역과 여객선터미널 도보 15분거리, 유달산자락 벽화마을과 옥단이길 산책로에 위치, 
신축 유럽풍 빈티지 노출콘크리트구조 여서 마을 분위기와 이질감이 없다. 
2017년 8월 준공 오픈!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확보.
건물면적 60평 1, 2층 최대수용인원 35~40명 

“단체 투어 숙박에 주안점”
기존 게스트하우스 개념을 벗어나 도시펜션형 게스트하우스
가족단체,여행동아리,동창회,워크숍 등 단체 이벤트 가능
오픈된 카페스타일 커뮤니티 온돌식 넓은 공간, 야외 테라스 바베큐 파티장무료
옥상과 앞마당 포토존뷰는 목포와 유달산을 한눈에 담는다.

15시 / 11시

주차시설있음 / 주차요금 : 무료 / 승용차 : 50 대 가능 / 대형차 : 20 대 

가능 / 주변주차장 : 유달예술타운 대형주차장

0채 0실 ⁄ 총 40명 수용

http://목포게스트하우스.com/

주소 달성길 31-1 (죽교동)

전화 061-272-7080

추천 2

입실/퇴실

주차시설

규모

인터넷예약

관심여행담기 홈페이지 추천하기

권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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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
/tour/attraction/area
http://xn--o79aq1yf9fa392c81us3bk6d.com/
http://xn--o79aq1yf9fa392c81us3bk6d.com/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다”
예술촌장? 지역예술인콜라보 매월1회“예술촌수요음악회”(셋째수요일/사정따라변경)
목포시주관/도시재생대학,게스트하우스육성마을학교,마을골목길관광해설사 과정수료.
국토교통부/도시재생뉴딜코디네이터, 거버넌스주민교육 과정수료.
게스트하우스는 주인의 철학이 있어야한다. 

“각 층당 전체 통으로 1박 요금제”
* 1인= 50,000 * 2인= 60,000 * 3인= 75,000 * 4인= 90,000
* 5인부터 단체적용= 1인당 15,000 ~ 20,000 (VAT별도)
* 간단 조리시설 완비, 조식없음/주문예약가능, (애완동물입실불가)
* Check in PM 3:00 ~ Check out AM 11:00

주 소 / 목포시 달성길 31-1 (네비=목포시 유달로180)
예 약 전 화 / 061-272-7080
농 협 계 좌 / 301-0197-9428-31 ㈜게스트하우스예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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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ild/images/lodg/lodg_154/lodg_1548055594.bmp/1200x1x85/1200x1_lodg_1548055594.bmp
/build/images/lodg/lodg_155/lodg_1554343880.jpg/1200x1x85/1200x1_lodg_1554343880.jpg
/build/images/lodg/lodg_155/lodg_1554343893.jpg/1200x1x85/1200x1_lodg_1554343893.jpg
/build/images/lodg/lodg_155/lodg_1554343909.jpg/1200x1x85/1200x1_lodg_1554343909.jpg
/build/images/lodg/lodg_155/lodg_1554343924.jpg/1200x1x85/1200x1_lodg_1554343924.jpg
/build/images/lodg/lodg_155/lodg_1554343939.jpg/1200x1x85/1200x1_lodg_1554343939.jpg
/build/images/lodg/lodg_155/lodg_1554343951.jpg/1200x1x85/1200x1_lodg_1554343951.jpg


상세정보

성수기안내  해당내용 없음

주말요금적용  공휴일전일

추가인원요금  펜션형 1층, 카페형 2층: 정원 15명 ( 최대인원 : 20명 ) / 일반실 : 내용없음

부대/편의시설  

위치 및 주변정보

전체  관광지  음식  숙박  편의시설

펜션형 1층, 카페형 2층

정원 : 15명 ( 최대인원 : 20명 )

 해당내용 없음

세면도구, 에어컨, 헤어드라이기 , 테이블, 케이블방송, 주방기구, 취사도구, 냉장고, 전화

기

연중균일가/전체통으로 예약제(단체1인당15,000~20,000)

일반실

 해당내용 없음

에어컨, 인터넷, 주방기구, 취사도구, 냉장고, 트윈침대

단체학생 1인당 15,000~20,000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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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예술촌

목포시 달성길 31-1

061-272-7080

자세히보기  관심콘텐츠 담기

목록으로

게스트하우스예술촌 : 목포시 달성길 31-1 대중교통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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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attraction/area?mode=view&idx=81423
/tour/attraction/area?search_cate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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