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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상케이블카 소개 및 이용요금 안내

작성일 2019.08.06 18:39 등록자 문화관광 조회수 10144

한폭의 수채화같은 비경위로
산, 바다, 하늘을 잇는 특별한 여행

국내 최장 3.23km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낭만항구 목포의 아름다운 유달산과
다도해의 비경을 한눈에 선사할 국내 최장 목포해상케이블카가 2019년 9월 6일에 개통되었습니다. 

총 연장 3.23km(해상 0.82, 육상 2.41)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포해상케이블카는 북항 스테이션에서 출발해 유달산 정상 유달스테이
션을 지나 고하도 스테이션까지 왕복 40분간의 멋진 파노라마와 함께 목포 시내 전경과 유달산 기암귀석, 다도해, 목포항 등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으며 해상을 건너는 최대 높이 해발 155m에 이르러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스릴과 감동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소개

관광안내 > 관광소식관광소식

(http://www.mok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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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
국내 최장 3.23km목포해상케이블카는 목포 시내 북항스테이션을 출발하여 유달산 정상부에서 ‘ㄱ’자로 꺾여, 해상을 지나 반달섬 고하
도에 이르는 국내 최장 케이블카입니다.다도해의 금빛 낙조와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총 길이 3.23km의 압도적

인 탑승거리와 볼거리로 베트남 빈펄케이블카를 능가하는 아시아 최고의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압도적 높이의 케이블카 타워
목포해상케이블카의 5번 타워는 유달산 상부에서 고하도로 향하는 지주 타워로 그 높이가 155m에 이릅니다. 이 타워는 프랑스 포마
의 최신 설계와 시공사 새천년종합건설의 첨단 공법으로 건설되고 있으며, 케이블카 주탑 중 세계 두 번째 높이의 케이블카 타워로 목

포 웅비의 또 하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크리스탈 캐빈을 포함한 55대의 10인승 광폭도어 캐빈을 채택하여 휠체어와 유모차가 쉽고 안전하게 승하차 할 수 있으므로 고객의 이

용 편리성과 탑승 만족도를 높이게 됩니다.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스테이션 왕복 40분의 짜릿한 이벤트와 함께 북항, 유달산, 고하도 3곳의 스테이션에서 다양한 먹거리, 볼거

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목포해상케이블카를 이용한 고객들의 다시 찾고 싶은 곳 1순위로 태어나게 됩니다. 

코스안내

북항 STATION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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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하도 STATION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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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카 이용요금

구분

왕복 편도

개인 단체
법정할
인

목포시
민

개인 단체
법정
할인

목포시
민

일반캐빈

대인 24,000 23,000 22,000 18,000 19,000 18,000 - 14,000

소인(36개월 ~ 만12세
까지)

18,000 17,000 16,000 13,000 13,000 12,000 - 9,000

크리스탈 캐
빈

대인 29,000 28,000 - 27,000 23,000 22,000 - 17,000

소인(36개월 ~ 만12세
까지)

23,000 22,000 - 18,000 16,000 15,000 - 12,000

기타 안내사항
단체는 20인이상 동시 발권 시 적용됩니다.

타 할인과 중복할인 적용 불가.

법정할인은 국가보훈대상자(군·경찰 제외), 장애인, 경로우대자(만65세이상) 대상

목포시민할인은 신분증 지참한 본인에 한함, 타 할인과 중복할인 적용 불가

편도권은 북항-고하도행, 고하도-북항행으로 구별하여 발매(유달산 하차 자유)

편도권 발권 후 유달산승강장에서 하차하여 여정을 종료하여도 잔여구간에 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유달산승강장 하차 후 반대방향 편도 이용 시 편도권을 추가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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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시간

구 분 월요일~금요일 토요일,일요일 기타사항

하계(3월 ~ 10월) 09시~20시 09시~21시 티켓 발권은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

동계(11월 ~ 2월) 09시~19시 09시~20시

국내 최장 3.23km를 왕복 40분의 짜릿한 이벤트로
먹거리 볼거리 가득한 스테이션과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 그리고 다도해 금빛낙조를
선사할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목포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포해상케이블카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포해상케이블카 안내 리플렛  

목록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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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mmcablecar.com
/images/tour/notice/replet_20230417.pdf
/tour/tourguide/tournews



	목차
	관광소식
	목포해상케이블카 소개 및 이용요금 안내

	한폭의 수채화같은 비경위로 산, 바다, 하늘을 잇는 특별한 여행 국내 최장 3.23km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
	목포해상케이블카
	목포해상케이블카 소개
	국내 최고의 해상 파노라마!
	압도적 높이의 케이블카 타워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

	코스안내
	북항 STATION 승차
	고하도 STATION 승차

	케이블카 이용요금
	기타 안내사항

	운행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