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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탑승할 수 있는 곳이 3군 데다. 

왜냐면! 다른 곳처럼 왕복으로 그냥 타서 경치 관광하고 내리는 단순 관광수단이 아니라, 

각 역마다 내려서 그곳을 여행하고 재탑승이 가능한 교통수단의 역할도 한다. 

위치 순으로는 북항 > 유달산 > 고하도. 이렇게 3군데인데, 추천 코스는 북항에서 탑승, 유달산을 지나가 고하도에서 하차.

고하도 해변 산책로와 데크길을 트레킹하고, 다시 탑승해 유달산에서 일몰 보기. 그리고 다시 북항으로 올라가 여정 끝. 

탑승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고하도로 향한다.
고하도의 큰 볼거리로는 고하도 전망대, 해상데크가 있다. 탑승장 > 전망대 > 해상데크 이렇게 원 웨이고, 돌아오는 길 역시 똑같은 코스
로 돌아오면 된다. 
전망대에서 데크로 향하는 길은 계단이지만, 그리 높지 않아 힘들지 않게 오르내릴 수 있다. 
해상데크는 왕복 한 시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 굳이 용머리 안 찍고 싶다면 주변만 살짝 걷다가 올라가도 됨. 

다시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고 이번엔 유달산 스테이션으로! 
개인적으로 추천 일정과 코스를 말하자면

점심 든든히 먹고 오후 2시 안팎으로 일정을 시작하면 일몰까지 보는 데 딱 맞다.

나는 한 1시경부터 시작했더니, 일몰까지 보는 데 한 시간 정도 기다렸음.

여유롭게 이동하고 움직이고 싶다면 1-2시 사이로 시작해 남은 일정을 모두 이곳에 쏟는 것이 좋다.

유달산 스테이션에서 이렇게 바로 해가 떨어지는 것이 보여서 여기 전망대가 진짜 세상 세상 제일 아름답다.
이렇게 바다와 목포대교가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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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완전히 들어간 다음에도 한 시간가량은 계속 이런 붉은빛의 하늘이었다.

너무 늦었다고 아쉬워하지 말기를! 

이왕이면 시간 맞춰 오는 것이 제일 좋긴 하쥬. 겨울 기준으로는 오후 5시 안팎으로는 오셔야 감상 가능하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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