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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 택시 (코토버스 택시)

UDON TAKUSHI（KOTOBASU

TAKUSHI）

우동 전문 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우동 맛집을 돌아 봐요!

소개
사누키 우동집은 물론 교통까지 정통한 가

이드가 안내해 주는 '우동 택시'. 사전 예약
을 하면 당일, 약속 장소에 큰 우동이 달린
택시가 모시러 갑니다.

이 운전기사님은 우동택시 전임 기사로 '우

동 검정시험'에 합격하신 우동박사들입니다.
우동은 물론 혼잡한 시간까지 잘 알고 있어
처음 사누키 우동 가게를 방문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둘러보실 수 있 있답니다.

코스는 60분, 90분, 120분 코스가 있으며

1~3곳 우동 가게를 가 보실 수 있습니다.(*

루트에 따라 변동 있음) 가고 싶으신 가게나
좋아하는 우동 입맛에 따라 기사가 루트를
추천합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매스컴에서도 화제가 되

고 있습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178052

경도 133.817187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오시는 길
예약에 따라 출발지는 다름.
※ 사카이데, 우타즈, 마루가메, 코토히라의
경우, 역 또는 료칸 및 호텔을 지정.

うどんタクシー（コトバスタクシー）

仲多度郡琴平町1228-1
0877-73-2221（予約センター）
http://www.udon-taxi.com/

이용 안내
예약 접수 시간: 평일9:00~17:30, 토
요일 9:00~12:00

※ 16:00 이후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영업일에 드림.

무휴
※ 예약 상황에 따라 변경 있음.
출발 장소: 희망하시는 곳(현의 중앙
부쯤)에서 출발. ※ 예약시, 확인필

택시 요금: 1대(정원 4~5명) 60분 코
스-4,700엔, 90분 코스- 7,050엔, 120
분 코스- 9,400엔

신청 방법: 홈페이지 혹은 팩스, 전화
택시 안에는 없음

Free Wifi ：없음
외국어 서비스 : 없음
카드 이용 불가

（公社）香川県観光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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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ODEN

전철 1일 이용권(코토덴, JR)
ZYEIARU

KURURIN

KIPPU

【Kagawa】

요금 걱정이 없이 전철을 타고, 맘껏 카가와를 구경해 보자!

소개
카가와 현의 2대 철도인 'JR시코쿠'와 '코

토덴'을 1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
JR시코쿠 철도는 시도(志度)-다카마츠(高

松)-코토히라(琴平) 구간, 코토덴 철도의 경
우 전 구간이 이용 가능합니다.

동쪽으로는 사누키 양조장으로 유명한 사누

키 시, 서쪽으로는 코토히라 궁과 콘피라 온
천 마을로 널리 알려진 명소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과 쇼핑 명소로도 유명

한 다카마츠 시도 있어 어디를 가나 볼거리
가 가득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과 자연을 바라

보며 카가와 현을 마음껏 즐겨 보세요.

지도 안내

위도 34.350445

경도 134.045661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오시는 길
다카마츠 공항

공항 리무진버스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
지 약 45분. 코토덴 다카마츠칫코
(高松築港)역까지 도보 약 5분.

ことでんJRくるり～んきっぷ

JR四国電話案内センター
0570-00-4592
http://www.jr-shikoku.co.jp/

이용 안내
출발역: 지정 구간 각 역
지정 구간: 요산(予讃)선 다카마츠(高松)~다도츠(多度津),
도산(土讃)선 다도츠(多度津)~코토히라(琴平), 코토쿠(高
徳)선 다카마츠(高松)~시도(志度), 코토덴(다카마츠코토히
라 전기철도)의 전 구간
※ 대상: 지정 구간은 쾌속・보통 열차 자유석 이용. (코토
덴 버스는 이용 불가)

유효 기간: 1일
발매 기간: 1년 내내

어른 1,960엔, 어린이 980엔

※ 특급열차 이용 시, 별도 요금이 청
구됩니다.

구매 장소: JR시코쿠 철도 각 역의 미
도리노마도구치(みどりの窓口), 와프

시텐(ワープ支店), 에키와프프라자(駅
ワーププラザ), 시코쿠 내의 주요 여

행사,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
역, 카와라마치(瓦町)역・나가오(長

덴코토히라(琴電琴平)역・코토덴시도

尾)역・리츠린코엔(栗林公園)역・코토

(琴電志度)역
각 주요 역에 있음
Free Wifi ：있음（문의 바람）
외국어 서비스：영어 안내 표지
미도리노마도구치(みどりの窓口)
일부에서 사용 가능

（公社）香川県観光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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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관광 버스

SHIMAMEGURI KANKO BASU【Shodoshima】

島めぐり観光バス

小豆郡土庄町甲5873番地10
0879−62-1203

쇼도시마 섬의 주요 관광지를 버스를 타고 편하게~

소개

지도 안내

쇼도시마 섬을 하루 동안 둘러볼 수 있는
'섬 관광 버스'를 매일 운행하고 있습니
다.

도노쇼 항을 아침 9:45에 출발하여 원숭

이 마을(銚子渓おさるの国), 간카케이(寒
霞渓) 계곡 정상(점심식사), 사찰(88개
중 20번째),

'24개의 눈동자' 영화촌,

올리브 공원을 돌아 다시 도노쇼 항으로

15시 25분에 돌아오기 때문에 당일치기로
도 충분히 관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긴파우라(銀波浦) 근처에서 숙박하시는
분들은 올리브 공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부근에서 하차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어 가이드도 함께 하므로 관광 안내

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승차하신 후에는
하트 모양의 올리브 잎이 들어간 책갈피
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인기 아이템 중
하나입니다.

위도 34.340397

http://shodoshimakotu.com/service/shodoshima/shuttlebus.html

경도 134.049749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도노쇼 항

도노쇼 항까지는 다카마츠 항에서
도노쇼(土庄) 행 페리로 약 60분.
고속선으로 약 30분.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공항 리무진버스 다카마츠 역 하
차.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8
분.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다카마츠 항
까지 차로 약 20분. 다카마츠 항
에서 페리로 약 60분.

이용 안내
출발 시간 9:45
출발 장소:

도노쇼 항 관광 센터 앞
무휴
다카마츠 항 주변 이용 가능
버스 요금: 어른 4,100엔,
어린이 2,050엔

별도로 입장료, 중식비 필요.

정원: 최대 42명
버스 내 없음

Free Wifi ：있음
외국어 서비스 : 없음
카드 이용 불가

（公社）香川県観光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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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IGOYA SUKAIFAMU【Takamatsu】

딸기 체험 농장 스카이팜

いちご屋

高松市飯田町656-1
087-881-5256
http://www.skyfarm.jp

새콤달콤한 딸기를 맘대로 따먹을 수 있어요!

소개

카가와에는 꿀맛 나는 딸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딸기 체험 농장이 있습니다. 다카마
츠단시IC에서 북쪽으로 약 2km 오시면 보이
는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그곳입니다.
딸기 본연의 맛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공중
재배라 하여, 과실이 지면에 닿지 않도록 하
여 맛과 품질을 최대한 살리는 방법으로 재
배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키운 딸기의 품종
은 본 고장에서도 맛있기로 이름난 '사치노
카', 사누키히메 등입니다.
이 맛난 딸기를 맘껏 따 먹을 수 있는 일명 '
딸기 농장 체험'은 1~5월 중순까지 기간 한
정. 제철 과일로 제격이라 남녀노소 모두에
게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예약제)
농장에서는 딸기 과자도 구매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도 자주 개최됩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323196

スカイファーム

경도134.000585

이용 안내
10:00～17:00（최종입장 15:30）
※예약우선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월요일

오시는 길

10세 이상: 1,550엔,
3~9세: 950엔, 0~2세: 무료
단, 딸기를 따서 가져가는 것은 불가.

JR기나시(鬼無)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予
讃)선으로 기나시 역까지 약 7분.
JR기나시 역에서 차로 약 5분.

25대
※대형버스 2대 가능
있음

다카마츠단시IC

다카마츠단시IC에서 차로 약 5분.

Free Wifi：있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외국어 서비스：없음
시간 제한:

40분(시간 내, 무제한 드실 수 있음)
(품종: 사치노카・사누키히메)

추천 기간

1월~5월 중순 경

이용 형태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FUU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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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여행, 풍향

【Takamatsu】

체험형 활동

風向
087-802-2284（株式会社 風向）
http://www.foucault.co.jp

세토 내해를 돌아보는 크루즈 여행

소개

잔잔하게 펼쳐진 세토 내해를 요트를 타고 여
행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푸르게 펼쳐진 바다 위 섬들은 여러분에게 환상
적인 시간을 선사할 것입니다.
항구 근처 다카마츠마리나에서 출발하여 세토
내해의 여러 유명한 섬(나오시마, 데시마, 오기
지마 등)에 정박하여 둘러보는 반나절 코스를
비롯해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기간에는 섬은 물론 섬마
다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둘러보는 코스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섬에 내려서는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산책을 하시거나 예술 작품을
둘러보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누리실 수 있습니
다.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바다 위에서 아름다운을 만끽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도 안내

위도34.352580

경도134.043185

이용 안내
코스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11:00~18:00) 혹은 메일
(info@foucault.co.jp)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
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체험 코스에 따라 다릅니다.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카마츠마리나로 오시는 길
（주소: 高松市浜ノ町68-17）

<노을 체험 크루즈> 1인 4,000엔(세금 별도)
※ 코스에 따라 요금이 다릅니다.
※ 모든 코스는 레저 보험(680엔)
의무 가입.

JR다카마츠(高松) 역

JR다카마츠 역에서 도보 약 5분.
다카마츠추오IC

무료 주차장 있음(장소: 다카마츠마리나)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사전 확인 요망)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30분.
다카마츠 공항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35분.
※ 다마카츠 항 제2 승선장(県営第２桟橋)으
로 오실 경우에는 다음 주소 高松市玉藻町1010로 오시면 됩니다.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 없음
소요시간

각 코스에 따라 다름.

추천기간

5~10월

이용형태

야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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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UCHIUDON TAIKENDOJO SANUKI MENGYO 【Takamatsu】

체험형 활동

手打ち体験道場

수타 우동 만들기- 사누키 멘교

高松市松並町933-1
087-867-7893
http://www.sanukiudon.co.jp

명물, 사누키 우동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소개

카가와뿐 아니라 전국에 체인을 가지고 있
는 '사누키 멘교'.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진
가게이기도 합니다. 그 맛있는 우동을 만들
어 보는 것이 이 코스의 매력.
반죽부터 시작해서 면발을 늘리고 커다란
냄비에 삶는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
는 선생님이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
구나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드신 우동은 그자리에서 맛보실 수 있으
며, 삼각김밥 등을 곁들여 드실 수도 있습니
다. 체험 후에는 기념으로 수료증을 드립니
다.

지도 안내

위도 34.319146

경도 134.030153

이용 안내
오전반: 10:00~ / 오후반: 14:00~

※ 토일 및 공휴일은 오전반만 운영.
※ 3일 전까지 예약하셔야 이용 가능.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토요일 오전, 연말연시.
※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문의 가능.

오시는 길

JR다카마츠(高松)역

체험, 식대: 1,080엔
체험+튀김 세트+유부초밥: 1,700엔

JR다카마츠 역에서 차로 약 15분.
츠루오(鶴尾) 버스 정류장

40대
※ 대형 버스 가능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 정류장에서 리
츠린코엔(栗林公園)・유사(由佐)・공항 방면 버
스로 츠루오(鶴尾) 정류장까지 약 25분 이동해 하
차 후, 도보 약 10분.

있음

다카마츠추오IC

Free Wifi：없음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18분.

외국어 서비스 : 없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さぬき麺業

소요시간

약 90분
※ 준비물: 앞치마, 수건은 각자
준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NAKANO UDON GAKKO 【Kotohira】
체험형 활동

KAG-tour008

나카노 우동 학교

中野うどん学校

仲多度郡琴平町796
（高松市成合町に高松校もあります）
0877-75-0001
http://www.nakanoya.net

직접 '명물, 사누키 우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소개
카가와 하면 역시 우동. 그 우동을 힐링의

명소인 코토히라 궁 근처의 우동 학교에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매스컴에도 자주 소
개되는 유명한 체험 중 하나입니다.

우동 선생님들은 반죽을 만드는 단계에서부

터 면발을 밀고 삶는 것은 물론 먹는 방법까
지 다 하나하나 친절히 알려 줍니다.

사누키 우동이 사실 발로 밟아 만든다는 사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 이 모
든 것을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지도 안내

위도 4.186920

경도 133.818448

이용 안내
9:00～15:00（체험 가능 시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
다.

※가게는 9:00～18:00
※예약제

오시는 길

무휴

JR코토히라(琴平)역

밀대・비법이 담긴 종이・졸업 증서 증정)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線) 혹은 도

2인 1,300엔(세금 별도)- 15～500명의 경

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이

분 이동해, JR코토히라(琴平)역에서 도보 약 10
분.

1인 1,500엔 (세금 별도)- 2~14명의 경우

내가 만든 우동을 튀김과 초밥동과 함께 드

찾아오는 인기 관광지입니다.

우

산 선(土讃線)으로 JR코토히라(琴平)역까지 약 45

※ 직접 만든 우동을 가지고 가셔도 됩니
다. (예약 시, 사전 요청 바람.)

젠츠지IC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15분.

유료 주차장 이용 가능

(※ 대형 버스 유료 주차 가능)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있음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 없음
소요 시간

약 40-50분 (만들기 체험만)

약 90분(체험+시식+관내 쇼핑)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tour 009

KAGAWAKENRITSU MYUJIAMU TAIKEN GAKUSHUSHITSU 【Takamatsu】

체험형 활동

香川県立ミュージアム

카가와 현립 뮤지엄 체험학습실

087-822-0222（代）
http://www.pref.kagawa.jp

高松市玉藻町5-5 香川県立ミュージアム

전통 기모노를 입어보실 수 있어요.

소개

이곳은 역사박물관과 미술관이 어우러진
복합 박물관입니다. 카가와와 인연이 깊은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다수 전시돼 있을 뿐
아니라, 1층에는 일본 역사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학습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 카마구라 시대에 전투 때 쓰던 투구를
비로하여 헤이안 시대 여성의 전통 의복을
입어 보실 수 있는데 사진도 촬영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일본
장난감들도 많습니다. 일본의 살아 숨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 찾아 오는 방
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도 안내

위도34.349724

경도134.053283

体験学習室

이용 안내
9:00～17:00 (입관은 16:30까지)
※ 전통복 착용 체험 접수는
16:30까지
※ 특별전시회 기간 중에는
금요일 19:30까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
니다.

월요일

오시는 길

※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휴관.
※ 연말연시 (12/26～1/1）
※ 5월 경 골든위크 연휴 기간,
무휴.

코토덴 칫코(築港)역
코토덴 칫코 역에서
도보 약 10분.

착의 체험: 무료
※ 단, 상설전시 관람:
유료(410엔)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30분.

유료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반드시 사전 연락 요망)

다카마츠 공항

공항리무진 버스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JR다카마츠 까지
약 30분. JR다카마츠 역에서 도보 약
15분.

있음
Free Wifi: 있음
외국어 서비스 : 없음
소요시간

약 20~30분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AMEHANA【Takamatsu】

체험형 활동

KAG-tour 010

일본 전통 과자 만들기

豆花

高松市花園町1-9-13
087-831-3712
http://www.mamehana-kasikigata.com/

일본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담은 고급 과자 만들기 교실

소개

아름답고 섬세한 일본 과자를 전통 과자

목틀에 찍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목틀은 전문 공예가가 장인 정신을 가지
고 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공예
품으로, 역사가 무려 200여년에 달합니

다. 시코쿠에서는 단 1명 장인이 이 작품
을 만들고 있습니다.

목판을 사용하여 과자를 만드는 '마메하

나' 교실에서는 '와산본'이라고 하는 일

지도 안내

위도 34.334692

경도 134.057835

코토덴 리츠린코엔(栗林公園)역

만들 수 있습니다.

분.

만든 과자는 포장하여 가져갈 수 있으며

다. 과자 목판 공방인 '이치하라 갤러리'

도 병설되어 있어 사전 예약을 통해 견학
도 가능합니다.

목요일

오시는 길

코토덴 칫코(築港)역에서 코토히라 선(琴平

갓 만든 고급 설탕을 맛볼 수도 있습니

9:00～17:00
※ 예약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
실 수 있습니다.

본 고급 설탕을 찍어 내 만듭니다. 선생
님이 알기 쉽게 가르쳐주어 누구나 쉽게

이용 안내

고급 설탕・일본 과자 각 1,000엔

線)으로 리츠린코엔(栗林公園)역까지 약 7분

(모두 체험할 경우, 2,000엔)

이동. 코토덴 리츠린코엔 역에서 도보 약 10

다카마츠추오IC

있음

다카마츠 공항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리츠린 공원 앞까

Free Wifi：없음

※ 대형 버스는 주차 불가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분.

공항 리무진 이용 가능.

지 약 23분 이동해 하차 후, 도보 약

외국어 서비스：영어 표기 HP가 있음.

15분.

(따로 외국어로 응대는 불가)
소요시간

약 1시간

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tour011
MUGINAWA NO SATO MASAGOYA 【Takamatsu】

麦縄の里 まさご屋

소면 마사고야

高松市東植田町1361
087-899-8229

여름 한정 개점! 일본만의 소면 먹는 방식을 체험해 보세요

소개
다카마츠 동부 킨부치 공원(公渕公園) 부
근에 위치한 '나가시 소멘'점. 대나무 등으
로 만든 가느다란 관에 소면을 흘려 젓가
락으로 건져 먹는 방식으로 일본만의 독
특한 풍경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우동&소면 가게인 '마사
고야'의 주인이 친구들과 함께 직접 운영
하는 곳. 자연에 둘러싸인 채 청명한 물
속에서 면을 건져먹으면 속까지 시~원. 얇
으면서도 쫄깃한 쇼도시마 특산품, 수타
소면의 맛을 제대로 느낄실 수 있습니다.
셀프 우동집처럼 주문 후 곧 바로 계산하
면 됩니다. .(※ 단체객 예약필)
카가와 현에서도 이렇게 소면을 즐길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도 선사합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245135

이용 안내
경도 134.110420

10:30～15:00
※단체객은 사전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
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한정 기간 중에는 무휴
※９월에는 토일만 영업합니다.
소면 500엔～

오시는 길

있음
※대형 버스 주차 가능

노가쿠부마에(農学部前) 정류장
JR다카마츠 역에서 오카와(大川)
버스 히케타 노선(引田線)을 타고
노가쿠부마에(農学部前)정류장까
지 약 30분 이동해, 하차 후 차로
약 15분.

있음

다카마츠추오IC에서

Free Wifi：없음

차로 약 25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소요 시간

약 60분

이용기간

７월말～９월말까지

실내외

야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tour012

NAKANISHI CHINSHOEN【Takamatsu】
체험형 활동

나카니시 진송원

中西珍松園

高松市鬼無町佐藤148
087-882-0526
http://chinshoen.jp/

분재를 사랑하는 팬들이 전세계에서 찾아 옵니다.

소개

일본에서 분재 생산량 1위를 자랑하는 카
가와 현. JR키나시(鬼無)역에서 바로 보이는
'기나시 분재 마을'은 그 대표격입니다. 그
한가운데 있는 이곳 진송원은 100여년 간
분재와 마주해 온 곳입니다.
'분재를 느껴보고 그 매력을 알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크
고 작은 푸르른 소나무들이 여러분을 반겨
주며 방문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
다.
분재를 손질하는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
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326976

경도 133.992014

이용 안내
체험은 계절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예약 시, 문의 요망.
방문은 언제든 가능함.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
도, 경도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연중무휴

JR키나시(鬼無)역

방문 무료.
체험은 내용에 따라 요금 상이.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
讃線)으로 키나시 역까지 약 8분.
JR키나시 역에서 도보 1분.

약 5대
※ 대형 버스의 경우, 상의 요망.

다카마츠니시IC

다카마츠니시IC에서
차로 약 20분.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35분.

외국어 서비스: 영어
(일상회화 수준)
소요 시간

체험 활동의 경우,
내용에 따라 다름.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