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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해역의 때 묻지 않은 자연을 그대로 간직한 사랑의 섬 외달도

목포시가 한 눈에 내려다 보이는 유달산 바로 앞에 반달모양의 고하도를 비롯한 외달도 등
목포 인근 다도해의 전경은 목포만이 갖고 있는 섬 특유의 소박한 운치와 함께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지르게 한다.

목포시 달동, 동경 126˚ 18’, 북위 34˚ 46’ 에 위치한 면적이 1.42km, 해안선 길이 4.1km.
외롭게 떨어져 있어 외로운 달동네라는 뜻으로 외달도라 지었다고 하며 “밖다리”라고도 한다.

목포 시가지 서쪽 해상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좁은 수로를 사이에 두고 달리도와 마주보고 있다.

안내홍보물 다운받기

휴양하기 좋은 섬, 외달도

깨끗한 해변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자랑하며 국토해양부 선정 ‘전국에서 휴향하기 좋은 섬 Best30’에 선정되기도 한
“사랑의 섬 외달도”는 휴양지로서 관광객들의 소중한 추억을 더욱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해줄 것이다.

해수욕장의 고운 모래톱, 아름다운 낙조 등 경관이 아름다워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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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의 고운 모래톱, 아름다운 낙조 등 경관이 아름다워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찾는 곳으로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물놀이를, 부모들은 민박집의 푸짐한 밥상과 가족단위 등반 및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연인에게는 탁 트인 해변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산책로, 고풍스러운 한옥민박을 경험 할 수 있다.

외달도 해수풀장 미개장 안내
2022년 외달도 해수풀장은 바다자연 정원공사로 올해는 운영되
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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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달도 여행안내
외달도 방문 전에 숙박은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외달도 내에는 현금지급기가 없으며 민박, 매점 등에서 신용카
드 사용 불가합니다.

외달도 전지역 와이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먹거리 : 전복, 소라, 생선회, 전복촌닭 등

숙박 : 한옥민박외달도한옥민박, 마을민박

편의시설 : 매점, 샤워장, 공동취사장, 족구장, 유희시설, 전망대
등

섬내 이동 교통수단 : 도보이용 가능

관광안내문의
해수풀장 관리사무소 : 010-5031-6689(개장기간만 운영)

외달도 마을대표 : 010-5031-6689

목포종합관광안내소 : 061-270-8598 (270-8824)

목포시청 관광과 : 061-270-3513/270-8824

"사랑의 섬" 외달도 운항시간

목포-달리도-율도-외달도 순회 운항(슬로 아일랜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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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항차 13:30 14:25

4항차 16: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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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달도 해수욕장 외달도 갯벌체험 외달도 해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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