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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 https://blog.naver.com/ageture/222934928936 ] 블로그에 남겼던 여행 후기 입니다 :D

-------------

■ 목포 케이블카 체험 하기 :) 

어쩌다보니까 ;;; 목포 케이블카를 총 3번 탔다...
동생 카페에 놔두고 (?) 혼자 고하도 트레킹 한다고 운동 나가서, 
동생이랑 저녁이랑 탈꺼니까 케이블카 안탄다고 택시 타고 고하도로 갔다가 택시 타고 돌아오기 애매해서 편도로 탑승 ;; 

결국 동생이랑 야경 구경으로 케이블카 일반으로 한번 타고,
한번 타보니까 경치도 좋고 고하도와 유달산 까지 같이 구경하기도 좋아서, 이동하는 교통비라 생각하고,
바닥이 보이는 캐빈이 궁금해서 한번 더 ㅋㅋㅋㅋ

편도는 18,000원, 이건 진짜 손해다. 무조건 왕복 추천.
두번째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주시는 할인권이 있어 들고 갔는데 야간 할인이 있어서 그냥 현장 예매로 야간 할인 받았고,
세번째는 야놀자에서 미리 예매해서 캐빈으로 구매해서 탑승함. 야놀자 예매 하는 게 제일 할인을 많이 해준다.
체크체크!

* 케이블카를 제일 재미있게 활용하는 방법은, 
왕복을 끊어서 대낮에 고하도 승강장에 내려서 고하도 트레킹을 하고 ,
( 예상소요 시간은 고하도 전망대에서 커피 타임까지 생각해서 3시간 정도 잡아서, 
다시 케이블카 탑승 할때가 일몰 쯔음이 될때쯤 되돌아가는 것을 타면, 케이블카 완벽하게 활용 성공! )

깜깜해지면 이제 유달산에 내려서 정상을 딱 찍으면 ㅎㅎㅎㅎ 
그리고 다시 탑승하여 북항승강장으로 귀가 ♥

--------------

지금까지 타본 케이블카 중에서 제일 길고, 재미났던 케이블카 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고하도전망대에서 노을을 볼 수 있고, 유달산 야경도 마음껏 구경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

멋진 가을과 야경을 함께 해서 즐거웠던 목포 여행 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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