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R다카마츠 역 앞 관광 안내소. 현 내외 관광 책자
가 구비되어 있으며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의 외
국어 안내 책자도 완비. 한국어, 영어,  중국어 관
광 안내도 가능합니다.

高松市浜ノ町1-20

JR다카마츠 역 구내
TEL.087-826-0170

9:00～20:00

무휴

2 다카마츠 심벌 타워
오피스, 상업 시설, 이벤트 홀 등이 입점한 종합 초
고층 빌딩.(높이 약 151.3m) 타워 동의 29, 30층에
는 프랑스, 일식, 중식을 드실 수 있는 '스카이 레
스토랑'이 있으며 홀 동 1층에는 기념품 가게도 입
점되어 있습니다.

高松市サンポート2-1
TEL.087-822-1707

(심벌타워 개발)

영업 시간, 정기 휴일은
시설에 따라 다름.

3 카가와・다카마츠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다카마츠 항, JR다카마츠 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 역 등 해륙 교통의 거점이 집결하는 선포트 다카
마츠.

 시코쿠 최대의 고층 타워 '다카마츠 심벌 타워'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고급 호텔 'JR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츠', 국내 외의 뛰어난 무대 예술 공연이 펼쳐지는 '알파 아나부키 홀', 다카마츠 선포트 합동
청사와 같은 대규모 시설들이 한데 모여 있는 다카마츠의 랜드마크입니다.

 특히 '다카마츠 심벌 타워'는 국제 회의장과 같은 공공 시설과 오피스, 상업 시설이 공존하고 있습
니다. 더불어 일식, 양식을 제공하는 '스카이 레스토랑'과 전국 유명 라면 가게도 모여있어 이름 그
대로 다카마츠 지역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1 붉은 등대
 세토 바다를 비추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빨간
등대. 별명은 '세토 시루베'라고 합니다. 세계 최초
의 유리 등대로 높이 14.2m, 적색 20w형광등으로 이
빛은 약 13해리(24km) 앞에서도 볼 수 있답니다.

다카마츠 시 선포트

KAG-area008

SAN POUTO TAKAMATSU 【Takamatsu】No,1
エリアシート　サンポート高松

선포트 다카마츠관광지
다카마츠 해륙 교통의 중심지

（公社）香川県観光協会



 쇼도시마 섬, 메기지마 섬, 오기지마 섬, 나오시마
섬 등 카가와 현의 섬은 물론 오카야마 현의 우노
항,  효고 현의 고베 항으로 정기선이 오가는 항구.

쇼도시마 섬까지는 페리로 약 1시간, 고속정으로는
약 35분 소요됩니다.

関連情報
北浜alley　TAK-spot005／高松城跡 玉藻公園　TAK-spot003／MIKAYLA　KAG-dini002／日本料理　高松若竹　TAK-kais003／

ALICE IN TAKAMATSU by QUEEN ALICE　TAK-ital003／スーツァンレストラン　陳　TAK-kank003

다카마츠 시 선포트
TEL.087-851-3442

(다카마츠 항 관리 사무소)

6 코토덴 다카마츠칫코 역
 코토히라, 나가오, 카와라마치 등 주요역을 잇는
기점. 시도 방면으로 통근·통학하거나 주변 관광지
로 이동할 때 편리합니다. 다카마츠 중심가에 있는
다마모 성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색 맥주
바가 마련되어 있어 성을 둘러보시는 길에 잠깐 들
려도 좋습니다. 코토덴 1일 자유 승차권(１日フリー

きっぷ. 1230엔)을 이용하면 더욱 저렴합니다.

高松市玉藻町97-2

TEL.087-851-9950

4 JR다카마츠 역
 다카마츠 시의 관문인 다카마츠 역. 인접한 도쿠시
마현, 마츠야마현, 코치현, 오카야마현을 잇는 열차
가 오가며 버스터미널에서는 칸사이 등으로 향하는
고속 버스는 물론 현내 마을 버스도 쉴 새 없이 드
나들고 있습니다. 우동 가게나 선물 가게도 있어 지
역을 떠나시기 전 선물 구매하기에도 최적.

高松市浜ノ町1-20

TEL.087-825-1702미도리노마노구치: 4:20～23:00

5 다카마츠 항

KAG-area008

SUN PORT TAKAMATSU【Takamatsu】No,2
エリアシート　サンポート高松

선포트 다카마츠관광지
다카마츠 해륙 교통의 중심지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