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토히라 마을의 이곳저것을 다 둘러보셨다면, 허

기진 배를 지역명물, 호네츠키도리 닭다리로 채워

보시면 어떠신가요? 쫄깃한 어미닭(오야도리), 부

드러운 영계(히나도리). 취향에 맞춰 고르실 수 있

습니다. 소금, 후추, 마늘로 간을 해 바짝 구운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카가와의 명물입니다.

도보로 이동

도보로 이동

명물 호네츠키도리 닭다리- 타나카야

 예부터 내려오는 일본 사케의 제조 공정을 한눈에 볼 수 있

는 코스를 견학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케들을 시음

해 볼 수도 있어 애주가들에게는 안성맞춤! 내 입맛에 맞는

술을 찾아 보세요.

関連情報：KEN-good024

関連情報：KOT-spot002

▼ 13:00 C

▼ 16:00

 잠깐 지친 발걸음을 근처 호텔 코바이테이의  레

스토랑 '다이닝 마루추(割烹ダイニング丸忠)에서 쉬

었다 가시면 어떨까요? 점심에는 제철음식을 사용

한 일본식 음식을 뷔페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본

옛 가마로 지은 밥도 일품입니다.

関連情報：KAG-viki001

고토히라 숙박
또는 JR·고토덴 철도를 이용해 다카마츠(高松)로
이동(20:30~21:00 도착)

KOTOHIRA

구(旧) 콘피라 대극장(가나마루자)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된 현존하는 일본 극장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출연진의 이름이 적힌 물건

과 가부키 배우들이 무대로 올라오는 화려한 장면

을 보실 수 있는 길(하나미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동 만들기에 도전! 우동 선생님들이 반죽하는 데서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 주어서 누구든 쉽게 우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누키 우동은 발로 밟는다는 사실, 아시

나요? 직접 체험도 해보고 만든 후에는 자신이 만든 우동을

삶아서 먹을 수 있는 코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뷔페  코바이테이(紅梅亭)

도보로 이동

도보로 이동

▼ 17:30

양조장- 킨료노 사토

◎고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에서 고토히라 선(琴平線)을 타고 고토덴 고토히라(琴電琴平)역까지 약 1시간.

KAG-mode002

琴平（１日コース）

◎다카마츠 공항에서 9:00전후 도착편(도쿄에서)→ 9:25출발 킨쿠(琴空)버스로 야치요마에(八千代前)까지 약 40분.

관광 추천 코스

▼ 12:00

▼ 10:00

関連情報：KOT-spot001、KAG-cafe002

 '콘피라상'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신사로

1,368개의 긴 계단이 있는 특징있는 곳입니다.

 신사 가운데 위치한 본궁에는 농업・번창・의학・바

다를 수호하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휴식을 취하

고 싶으시다면 카페 카미츠바키( 神椿)에 들러보시

는 것을 추천합니다.

도보로 이동

▼ 19:30

関連情報：KAG-hone002

고토히라 (1일 코스)

A 고토히라 궁

B

일본 신사에서 역사의 정취를 느껴 보세요 

A B C

▼ 15:00

関連情報：KAG-tour008

수타 우동 체험(나카노 우동 학교)

◎다카마츠(高松) 역에서 9:00출발 난푸릴레이호(南風リレー号) 등을 타고 고토히라 역까지 약 1시간.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