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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별 선박회사 정보

목포여객선터미널(061-240-6060)은 오후3시이후 ARS 자동안내전화로 연결됩니다.
각 선박회사 또는 한국해운조합에서 운영중인 “가보고 싶은 섬” 홈페이지에서도 운행정보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7월에서 8월에는 성수기 기간으로 할증요금이 적용되므로 할증요금에 관한 사항은 선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보고싶은 섬 사이트 바로가기

여객노선 선박회사 연락처

홍도, 흑산도
(주)남해고속 061-244-9915~6

동양고속(주) 061-243-2111~4

제 주 도 (주)씨월드 061-243-1927~8

비금, 도초, 안좌, 팔금, 암태, 자은 (자)대흥상사 061-244-9915~6

장산, 상태, 하의도 조양운수(주) 061-244-0038

장산, 상태 신안해운(주)
061-242-4520
061-242-9542

"사랑의섬" 외달도 운항시간

목포-달리도-율도-외달도 순회 운항(제2사량호)
자세한 사항은 신진해운 061-244-0522로 문의바랍니다.
배타는곳 :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 소요시간 : 50분

구분 목포 → 사랑의 섬(외달도) 사랑의 섬(외달도) → 목포

1항차 07:00 07:55

2항차 10:30 11:25

관광안내 > 교통정보 > 여객선여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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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ur/tourguide
/tour/tourguide/traffic
/tour/tourguide/traffic/ship
http://island.haewoon.co.kr/
http://namhaegosok.co.kr/
http://ihongdo.co.kr/
http://seaferry.co.kr/
http://namhaegosok.co.kr/


3항차 13:30 14:25

4항차 16:30 17:25

구분 목포 → 사랑의 섬(외달도) 사랑의 섬(외달도) → 목포

※ 하계특송기간(7.27~8.18)동안 운항시간이 하계특송 운송시간으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진해운 061)244-0522로 문의바랍니
다.

주의사항
신분증을 지참해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5분전에 승차권을 구매해야 승선이 가능합니다.

여객선 운항시간은 선사사정 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외달도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함으로 차량이용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하계특송기간 외달도 운항시간

하계특송기간동안 사랑의 섬 외달도로 가는 배편 운항시간이 증편됩니다.

하계특송기간 : 2019.7.27~8.18

배타는 곳 : 목포 연안여객선터미널 (목포시 해안로 182)

여객선명 : 제2사량호

소요시간 : 달리도, 율도, 외달도 순회(50분), 직항(40분)

문의사항 : 신진해운 061-244-0522

매표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하계특송기간 운항시간 (기간 : 7.27 ~ 8.18)

구분 목포 → 사랑의 섬(외달도) 사랑의 섬(외달도) → 목포 운항경로

1항차 07:00 07:55 달리,율도

2항차 09:00 09:45 직항

3항차 11:00 11:55 달리,율도

4항차 13:00 13:55 달리,율도

5항차 15:00 15:45 직항

6항차 17:00 17:55 달리,율도

※ 여객선 운항시간은 선사사정 또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진해운 확인 요망

특송운항 안내
해양수산부 지정 특송기간에는 여객선을 증선하여 수시로 별도 운항합니다.

여객선명 : 외달도 사랑호 수시운항

소요시간 : 40분 (요금10% 할증, 1인왕복기준)

해운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신진해운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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