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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과 낭만이 있는 목포 시티투어

목포는 호남선의 종착역으로서 시작과 끝의 개념이 상존하고 육ㆍ해상을 망라한 문화적 다양성이 확보되었다.
예로부터 육지와 바닷 사람들 간의 활발한 교류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축적되었으며 수려한 다도해의 경관과 풍성한 볼거리 먹

거리는 오는 이들의 즐거움을 한층 배가 시킨다.
포구의 애잔함을 품에 안은 유달산에서부터 자연사박물관으로 이어지는 버스투어링은 항구도시 목포 특유의 멋과 낭만을 한번에 즐길

수 있다.
시내 주요 관광명소와 주변 볼거리들을 빠르고 편안하게 즐겨보자.

초원여행사 061)245-3088 (이용시간 09:00~17:00) / 기타문의 : 목포역 관광안내소 061-270-8599

온라인 예약하기  주간시티투어 보기  야간시티투어 보기

운행정보
운행시기 및 주기 : 연중 매일 1회 (09:30~15:30)
※ 월요일은 시티투어를 운행하지 않습니다.

출발 시간 및 장소 : 오전 09:30 목포역 시티투어 승강장

이용요금

어른(대학생) : 5,000원
장애인·군인 ·경로 ·국가공유자 ·목포시민 ·단체(20인이상) :
2,500원
초 ·중 ·고교생 : 2,000원
※ 박물관 ·전시관 입장료 및 중식비는 별도입니다.

시티투어 예약안내
사전 전화예약 : 초원여행사 061)245-3088 (운영시간
09:00~17:00)

온라인 예약 :

온라인 예약 바로가기

요금결제 및 환불 기준 안내

요금결제 안내

계좌입금(무통장입금) : 농협 301-0157-7811-71 (예금주 : (주)
초원여행사)

당일 현장 현금결제

이용객 유의사항
사전 예약을 하여 주시고 부득이 예약을 못하신 분은 출발 시간
에 맞춰 오시면 남은 좌석에 한하여 탑승하실 수 있습니다. (다
만 정원이 초과될 경우는 예약자 우선 탑승)

코스 및 도착 시간은 현지 교통 사정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으며
우천, 강설 등 악천후로 인해 운행이 곤란할 경우 취소될 수 있
습니다.

이용객은 개별적인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라며,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책임은 이용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티투어 이용객 할인
시티투어 이용객에한해 근대역사관 입장료를 할인해드립니다.

근대역사관 : 일반 1,500원, 청소년 700원, 초등학생 500원, 유
치원생 무료

시티투어 > 이용안내이용안내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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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현장 현금결제

환불기준

출발전일 : 100%환불

당일 탑승 전 취소 : 50% 환불

주차안내

호남공영주차장 : 목포시 삼학로 27, 061-270 - 3683(9시~17시) /1시간 무료 이후 30분당 500원, 1일 5,000원

목포역주차장 : 목포시 호남동 496, 061- 242 - 3443 / 기본 1,000원, 추가 10분당 300원, 1일 10,000원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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