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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시티투어(소요시간 : 3시간 10분)

목포역 북항회타운 유달유원지 유달산 빛의거리 목포항구포차

갓바위 문화타
운

갓바위(해상보
행교)

평화광장 목포역

확대  축소

온라인 예약하기  리플렛 다운로드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 愛, 빛의 여행

낮에는 볼 수 없는 목포의 화려한 아름다움!
북항에서는 고즈넉한 바다를 감상하고 유달산에서는 파랑 노랑 화려한 목포의 밤전경을 한눈에 감상 할 수 있다.

빛의 거리에서는 루미나리에의 시시각각 바뀌는 불빛아래서 사진도 찍고, 목포의 대표 명소인 갓바위 보행교도 거닐어보자.
관광객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찾는 춤추는 바다분수, 시시각각 달라지는 해상분수쇼에서 눈을 뗄수 없을 것이다.

야경시티투어는 다채로운 목포의 야경을 한번에 감상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시티투어 > 야경시티투어야경시티투어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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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시티투어 주요 관광지

해발 228m의 기암괴석으로 이루

어진 유달산은 노령산맥의 맨 마

지막 봉우리로 정상에 올라서면

목포의 시원스러운 경관과 오고

가는 선박들의 모습이 한 폭의 동

양화를 연상시키며 일몰과 목포항

의 야경은 장관을 연출한다.

유달산

자세히보기

목포의 깨끗한 밤하늘의 별빛, 달

빛 아래 빛의 거리에는 아름다운

불빛이 가득하다. 5가지의 조명으

로 터널식 루미나리에가 설치되어

가족, 연인과 함께 추억을 한가득

담아갈 수 있다.

빛의 거리

자세히보기

학 두 마리가 목포 앞바다를 날아

오르는 모습을 표현한 목포대교는

총 길이 4,129km이며, 서해안 고

속도로의 끝과 시작인 북항에서는

매일 목포 신안 등 인근 해역에서

잡아온 싱싱한 활어를 값싸게 먹

고 구입할 수 있다.

북항-목포대교

자세히보기

산과 바다가 이루는 자연의 조화

로움을 아름다운 남여의 사랑 전

설로 표현한 삼학도는 이난영공

원, 요트마리나, 어린이바다과학

관, 김대중노벨평화기념관등 다양

한 볼거리가 있다.

삼학도

자세히보기

맛의 절반은 제철의 맛이고 나머

지 절반은 산지의 맛이다.낙지, 민

어, 홍어삼합은 목포에서 먹어야

맛이다. 엄격하게선정된 15개 점

포에서 100여종의 음식을 제공한

다. 목포내항과 유달산을 배경으

로 하는 상설무대에서 공연이펼쳐

진다. 음악은 맛을 더하고 맛은 흥

을 돋구니 취하는건바다이다. 목

포는 맛의 도시이다.

항구포차

자세히보기

목포 문화예술의 집적지인 갓바위

문화타운은 목포의 예술과 역사를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의

공간이자 밤에는 화려한 야경이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갓바위 문화타운

자세히보기

아주 먼 옛날 성실한 청년이 아버

지의 병환 치료비를 벌기 위해 부

잣집 머슴살이하다 한 달 만에 집

에 돌아와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셨

다. 병간호를 못한것 을 한탄하며

양지바른 곳에 모시려다 그만 실

수로 관을 바다로 빠뜨리고 말아

불효를 통회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없다며 갓을 쓰고 자리를 지켰

다가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온다.

갓바위(해상보행교)

자세히보기

도심 속 해변공원 평화광장 잔잔

한 바다 위 워터스크린에 펼쳐진

아름다운 사연이 감미로운 선율과

화려한 빛, 거대한 물줄기와 함께

환상적인 공연이 펼쳐지고 관람객

과 함께하는 사연소개, 프러포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

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한다.

춤추는 바다분수

자세히보기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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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경시티투어 노선도

4~5월 : 금, 토 운행 / 19시 출발 6월 : 금, 토 운행 / 19시 30분 출발

7~8월 : 화,수,목,금,토 운행 / 19시 30분 출발 9~12월 : 금, 토 운행 / 19시 출발

운행기간 : 2023. 4. 1(토) 부터 12. 30(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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