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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츠관광컨벤션뷰로

Hello~! 반가워요
아트의 도시, 다카마츠입니다

역 주변 작품

인천–다카마츠 항공 스케줄
작품명 기다리는 사람/우치우미상 작가 Honma Jun

일주일에 3번 화·금·일요일, 인천공항과 다카마츠공항을
연결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노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카마츠 공항

아시아나항공 www.flyasiana.com

다카마츠공항 인포메이션센터 高松空港インフォメーションセンター
다카마츠공항의 로비에 마련된 종합안내소. 관내시
설 안내를 비롯하여 관광 및 교통정보 등 보다 편리
한 카가와현 여행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물론 wi-fi라우터 렌탈서비스 신청도 가
능합니다. (1일 1,296엔~)

인천
오사카

http://biz.telecomsquare.co.jp/telecomsquare/data/data02.html
1층 국내선 도착출구 앞
8:15~21:40
연중무휴
087-814-3355

도쿄

다카마츠

wi-fi 루터렌탈 할인!!

OFF

이 가이드북을 제시하면 1일

1,296엔

907엔

작품명 Welcome 작가 Veronique joumard

수도꼭지에서 우동국물이?!

소라노에키 카가와 空の駅 かがわ
다카마츠항
작품명 Liminal Air-core작가 Omaki Shinji

사누키 우동의 본고장답게 카가와현에는 우동국물이 나오는 수도꼭지가 있답니
다. 일본에서도 유일무이한 이 수도꼭지는 놀랍게도 다카마츠공항의 한 켠에 존
재한다는 사실! 우동전문점 「사누키멘교(さぬき麺業) 다카마츠공항점」에서 제공
한 따끈따끈한 국물은 한정수량만 제공되니 서둘러야겠죠?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맛보세요!
다카마츠공항 2층 훼미리마트 옆
9:00~17:00 (선착순 종료)
연중무휴

다카마츠 리무진버스 소개 高松リムジンバス紹介
다카마츠공항에서 나와 곧장 리무진버스에 몸을 싣고 시내까지 이동하면 약 50
분만에 다카마츠 시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항공편 도착시간에 맞춰 조밀하게
버스가 배정되어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http://www.kotoden.co.jp/publichtm/bus/limousin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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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덴

오밀조밀하니 걸어 다니며 여행하기 딱! 좋죠?

오쿠라 호텔 다카마츠

고토덴 나가오선

야시마

다카마츠 시내 MAP

P17 참조

시
도
선

P14-15 참조

기타하마 앨리

0

100m

공항리무진버스노선

음식점

카페

상가

페리거리

호텔

렌탈 사이클

주차장

카가와현립
뮤지엄

P11 참조

각 섬 고속선
선착장
쇼도시마·나오시마행
선착장

CAFE LOURDES
돈까스 히가사

고토덴 다카마츠칙코역
ことでん 高松築港

토요코인 다카마츠
효고마치

JR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츠 터미널 호텔
다카마츠
경찰서

메리켄야

선포트 다카마츠
분수

츠루마루

가마쿠라 파스타
마치노슈레 963 쿠루미

다이와로이넷
호텔 다카마츠

마루가메마치 상점가

부타망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가와라마치 FLAG

11
돔보

비즈니스호텔
가와라마치

다카마츠 워싱턴
호텔 플라자
Creperie Stand
Chandeleur
TAKAMATSU

마루가메
마치그린

미나미신마치 상점가

요시노야

구로다야
관광안내소
타마치 상점가

와타야

슈퍼호텔
다카마츠 타마치

다카마츠 시티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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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츠 도큐REI호텔

리츠린공원 방향
(걸어서 10분)
다카마츠 시청

비즈니스호텔
팔레스 다카마츠

P16 참조

고기집 미츠와

란마루 라이온도리 상점가

타워동

츠역
카마
JR다 松駅
高
JR

P6-7 참조

pago pago

NHK다카마츠

다카마츠
센츄리 호텔

JR선

조금의 수고가 더해지면 엄청 편리한 렌탈 사이클!
버스를 타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목적지. 굳이 힘빼지 말고 자전거를 빌립시다.
놀랄만큼 저렴한 금액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카마츠시내 렌탈 자전거 서비스
가 있으니 말이죠. 처음에 이용증만 만들어놓으면 시내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JR다카마츠역 앞 광장지하, 고토덴 카와라마치역지하, 고토덴 리츠린공원역 앞
7:00~22:00
연중무휴
6시간~24시간 100엔. 24시간 연장할때마다 200엔추가
렌탈사이클관리센터 087-831-5383 (일본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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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ER MAN

로얄파크 호텔
다카마츠

추오공원

다카마츠공항 방향

호텔 에리어원
다카마츠

고야시키
(MARITIME 3F)

MIKAYLA

효고마치 상점가

미츠고시
백화점

다마모공원

TIP

원
린공
리츠

토키와초 상점가

렉삼홀
(카가와현민홀)

다카마츠항

빨간 등대

고토덴 가와라마치역
ことでん 瓦町

아파호텔

하차

오선
·가
고토히라선 나

편의점

승차

붓쇼잔
히라선
고토

치산인 다카마츠

가타하라마치 상점가

상점가

고토덴 가타하라마치역
ことでん 片原町

P12-13 참조

500m

카가와현청 로비를 장식하는
도판 벽화는 세계적인 화가
이노쿠마 겐이치로의 작품.
현청건물은 일본을 대표하는
건축가 탄게 겐조의 초기작품
이다.

카가와현청

대여방법

반납방법

➊창구에서 신분증, 여권 등,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
➋신청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고, 창구에 제출. 이용증（반납까지 지참）
을 받는다.
➌렌탈사이클장에서 자전거를 골라 점검한다. 자전거를 가지고 출구
로 나온다.
➍출 구정산기에 이용증을 투입하고 100엔（6시간이내）을 내고 나온다.
➎타고 있지 않을 때는 반드시 잠그기.（잠금·열기는 키홀더번호와
차체번호를 확인）

➊입장구정산기에 이용증을 투입（이용증은 1개월이내라면 유효）
➋추가요금분을 지불. 6시간이상 24시간이내 100엔. 24시간마다
200엔.
➌사 용을 종료할 경우에는 빨간버튼을 누른다. 계속 사용할 경우는
녹색버튼을 누른다.
➍이용증을 꺼내면 문이 열리기 때문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반납한다.
（열쇠는 채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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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츠의 랜드마크

‘선포트 다카마츠’에서 자~알 노는 법 대공개!

다카마츠 먹방을 부탁해! 달인 쉐프들이 직접 운영하는 고급 레스토랑 타워동 29/30층
시코쿠 제일의 높이를 자랑하는 심볼타워 최상층 29·30층에 자리한 ‘천공 다이닝’! 일본을 대표하는 세프들의 손길이 닿은
프렌치·중화요리·일식 레스토랑이랍니다. 세토내해를 바라보면서 즐기는 맛난 음식, 절대로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죠?

french
ALICE IN TAKAMATSU

Chinese
szechwan restaurant 친(陳)

www.aliceintakamatsu.com
런치 11:30~15:00（L.O 14:00）
디너 17:00~22:00（L.O 21:00）
연중무휴
087-823-6088

선포트 다카마츠

www.maripla.jp/staticpages/index.
php/szechwanrestaurant_chin
런치 11:30~15:00（L.O 14:00）
디너 17:00~22:00（L.O 21:00）
연중무휴
087-811-0477

Japanese
일식 레스토랑 와카타케(若竹)
www.maripla.jp/staticpages/index.
php/wakatake_top
런치 11:30~（L.O 14:30）
디너 17:30~（L.O 21:00）
연중무휴
087-825-5656

JR다카마츠역과 고속버스·노선버스터미널 그리고 각 섬으로 향하
는 페리&고속선 탑승장인 다카마츠항까지 그야말로 교통요충지.
더불어 고토덴의 시작역인 다카마츠칙코역도 있어 주요관광지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다카마츠 라멘포트 MARITIME 3층
개성 넘치는 라멘전문점이 모여있는 라멘 테마파크.

천공다이닝
옥상광장

홀동８층
낮에는 푸르게 펼쳐진 아름다운 세토내해를, 저녁에는
자줏빛으로 물드는 석양을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전망
스팟.
5~9월 9：00~20：00, 10~4월 9：00~19：00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우천시는 폐쇄합니다.
무료

타워동

cyo'tto Cafe ちょっとカフェ MARITIME 1층
카가와에서 예로부터 혼례에 사용된 전통과자 ‘오이리’가 박힌 소프트아이스크림.
파스텔 톤의 귀여운 모습만큼이나 아삭거리는 재미난 식감이 인상적입니다.
먹으면 행복이 찾아온다는 소문이?!

평일 11:00~21:00, 토/일/공휴일 11:00~22:00

연중무휴

‘친 켄이치’의 탄탄면 陳健一の担々麺

류호카쿠 龍鳳閣

가느다란 특제계란 면이 얼큰한 국물에 감겨 만
들어 내는 부드러우면서도 절묘한 매콤함!
면 전문가가 만든 쇼롱포는 스푼에 올려
듬뿍 담긴 육즙까지 한 방울도 흘리지
말고 드시길. 탄탄면 세트 950엔 (쇼롱포,
안닝두부, 공기밥 포함)

사누키우동 밀가루를 사용한 쫄깃한 면이
이곳의 포인트. 고기와 생선 그리고 야채
를 듬뿍 넣어 우려낸 국물에 간장을 기본
소스로 맛을 낸 특제라면들을 맛볼 수 있습
니다. 류호카쿠가 자랑하는 고추장 가라미소(100엔)를 더해 먹어
보는 것도 강력추천. 매운미소라면 850엔

라멘 산토카 らーめん山頭火

큐슈 하카타 무라사키식당 九州博多むらさき食堂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 끓인 건강한 육수에
야채와 건어물 등을 넣어 풍미를 더한 ‘착한 맛’의
하얀 돈코츠 수프. 시오라멘 810엔

가고시마산 흑돼지뼈를 솥에서 푹 삶은 육수. 물
을 많이 사용하여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다가
수(多加水) 방식의 특제면까지! 모듬라멘 1,100엔

시코쿠숍８８ 四国ショップ88

MARITIME 1층

카가와현을 포함한 시코쿠 4현의 특산품 및 토산품이 무려 1700점 이상 준비된 전문기념품숍.
인기상품은 물론 희귀아이템에서부터 이곳에서만 판매하는 상품까지 넓은 선택의 폭을 자랑합니다.

옥상광장

http://shikokushop88.com

홀동
라멘포트

MARITIME

TIP

10:00~21:00

연중무휴

087-822-0459

MIKAYLA 미케이라

등대로 향하는 해변 길목에 자리한 미케이라는 배의 내부를 연상시키는 전면
유리창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 곳. 잔잔하게 흘러가는 세토내해와 함께 오고
가는 배와 갈매기 그리고 바다 속으로 사라져가는 석양을 감상하며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이탈리안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카페와 바로서도 강추.
http://www.mikayla.jp/index.asp
JR다카마츠역에서 도보 15분
11:00~22:00(L.O 21:00)
연중무휴
087-8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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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마츠 시내의 중심지

다카마츠의 멋을 소개합니다!

세련된 쇼핑 &
멋드러진 카페
상점가 작품

작가 Kamashiwa Takeshi

마치노슈레 963 쿠루미 まちのシューレ963
마루가메마치 상점가에 위치한 복합 라이프스타일숍.
카페이자 갤러리 그리고 쇼핑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
니다. 생활잡화에서부터 공예품과 식품 등 엄선된 제품
을 다양한 테마로 판매하고 있어 무언가 소중한 선물을
찾고 있다면 한번쯤 들러봐도 좋을 곳.
http://www.schule.jp
마루가메마치 상점가
쇼핑 11:00~19:30, 카페 월~목 11:30~18:00 (L.O 17:30)
금~일 11:30~22:00 (L.O 21:00)
세번째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이 휴일)
087-800-7888

마루가메마치그린 丸亀町グリーン

복합상가
상점가를 따라 걷다보면 마주하게 되는 네모나고 아름다운 건물. 서관과 동
관으로 나뉘어진 복합시설로, 카페와 레스토랑부터 인기 생활잡화전문점
LOFT와 악세사리숍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쇼
핑 중심지입니다. 여름이면 옥상 레스토랑에서는 비어 가든도 즐길 수 있어
더욱 유쾌한 곳.
http://mgreen.jp
마루가메마치 상점가
레스토랑 11:00~22:00,
쇼핑 11:00~20:00 ※일부점포제외
연중무휴
087-811-6600

가와라마치 FLAG 瓦町FLAG

복합상가
고토덴 가와라마치역(瓦町駅)과 바로 연결된 쇼핑
타운. 2015년 10월 리모델링 오픈한 이곳은 젊은 감
각의 패션 브랜드에서부터 유아용품매장, 대형서점,
100엔숍, 게임센터 등 가족 단위의 고객층에게도 훌
륭한 쇼핑스팟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http://www.k-flag.jp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바로
10:00~20:00 ※일부점포제외
연중무휴
087-812-7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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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E LOURDES
눈에 띄는 파란 간판이 시선을 모으는 인기 카페. 프랑스 ‛루루드
성모’를 이미지한 파란색과 흰색의 통일된 인테리어는 사랑스럽기
까지합니다. 인기 메뉴는 리코타치즈를 사용한 폭신폭신한 리코
타케이크와 깊은 맛을 자랑하는 스튜. 런치 혹은 커피 한잔의 여
유를 즐겨보시길.
http://cafelourdes.blog.fc2.com
효고마치 상점가
11:30~18:00
월요일
087-887-7778

MIXER MAN
인기상품은 금새 품절이 되버린다는 마성의 베이커리
입니다. 카가와에서 자란 과일을 듬뿍 넣어 만든 귀엽
고 아삭아삭한 파이(250엔~)와 너무 달지 않아 더욱
맛좋은 슈크림(178엔~)은 의외로 남자팬이 많다는 사
실! 작은 점포인만큼 정성을 담아 하나하나 만드는 것
이 맛의 비결일지도.
라이온도리 상점가
12:00~20:00
일요일
087-85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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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모공원 작품

가마쿠라 파스타 鎌倉パスタ
30종류 이상의 메뉴를 보유한 일본식 파스타 전문점입니다. 일본풍의 차분한 공
간에서 젓가락으로 맛보는 이색적인 파스타는 더욱 기억에 남기 마련. 오리지널
메뉴이자 명물 ‛두꺼운 베이컨 카르보나라’(1,177엔)는 특제 크림소스와 면의 쫀득
쫀득한 식감이 어우러져서 더욱 훌륭한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Julian Opie

http://www.saint-marc-hd.com/kamakura
마루가메마치 상점가
11:00~22:00 (L.O 21:00)
1월 1일
087-822-5309

빵은 리필도 가능!

작품명 “Banker, Nurse, Detective, Lawyer” 2015
작가 Julian Opie

Creperie Stand Chandeleur TAKAMATSU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크레페와 갈레트 전문점. 원재료부
터 제조방법까지 본고장의 방식 그대로! 물론 먹는 방법도
프랑스식으로 사과 발효주 ‛시드르’를 곁들여 먹으면 최상의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크레페 680엔~
http://chandeleur.naya-d.jp
미나미신마치 상점가
11:00~22:00 (L.O 21:30)
부정기 휴무
087-837-1378

돈까스 히가사 とんかつ ひがさ
pago pago

다카마츠에서 한 번쯤은 찾아가보고 싶은 가게로 손꼽히는
오랜 역사의 돈까스 전문점. 두꺼운 고기에 육즙 가득한 돈
까스를 달콤 혹은 매콤 소스에 찍어 먹으면 게임 끝! 함께
나오는 밥과 국, 양배추 등은 리필도 가능합니다.
(예외 있음)
효고마치 상점가
11:30~14:30, 18:00~21:00
토요일 11:30~14:00, 18:00~21:00
일요일
087-821-0405

아시아 각국에서 수입해 온 다양한 모양의 귀엽고 발랄한 잡화와 식기, 인테리어 소품, 악세서
리가 판매되는 곳. ‘이건 꼭 사야 돼!’라고 몇 번이나 혼잣말을 되풀이할 만큼 예쁜 아이템들로
가득합니다.
JR다카마츠역에서 도보 10분
11:00~20:00
1월 1일
087-821-5175

TIP

사적 다카마츠성터 다마모공원 史跡高松城跡 玉藻公園

고기집 미츠와 お肉屋さんの三ツ輪
오랫동안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탠딩 테이블형 맛집.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닭튀김과 스파이시포테이토를 믹스한 ‛카라
스파’(400엔). 주문을 받아 곧장 튀기기 때문에 뜨거운 상태에서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와 칠리소스를 듬뿍 뿌리
면 금상첨화!
고토덴 가와라마치역 서쪽 출구 정면
11:00~14:00, 15:00~19:30
격주 일요일
087-831-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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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삼대수성(日本三大水城) 중에 하나이자, 영주가 거주하던 다카마츠성터를 공원으
로 개방한 이곳. 해자에 살고 있는 ‛도미’에게 먹이를 주어 그 소원을 들어주면 자신의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조원성취(鯛願成就)’ 체험도 잊지 마세요. 먹이는 해자 주변 두
곳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http://www.takamatsujyo.com
JR다카마츠역에서 도보 3분
서문개문시간 일출부터 일몰 / 동문개관시간 4~9월 7:00~18:00
10~3월 8:30~17:00
12월 29일~31일
16세 이상 200엔, 6세 이상~16세 미만 100엔, 미취학아 무료
087-851-1521
11

항구 옆 오래된 창고의 대변신!

세련된 잡화와 카페로 가득한 감각적 공간,
기타하마 앨리 北浜アリー
206 【TSU MA MU】
8종류 이상의 키슈파이를 맛볼 수 있는 파
이전문점. 아삭하게 익은 브리제 반죽에 신
선한 생크림과 달걀로 만든 아파레이유를
넣어 잘 구워내 그 맛이 일품입니다! 스프
와 디저트도 추천.
11:30~19:00
목요일, 매월 두번째 수요일
087-811-5212

ELEMENT

기타하마 앨리
北浜アリー

고풍스런 분위기의 잡화점. 키친잡화, 인테리어잡화, 문구, 장난감, 일용품 등
안티크에서부터 최신유행까지 다양한 아이템들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
는 곳입니다.

다카마츠역에서 걸어서 약 20분, 기타하마 지역에 위치한 트랜드발신
지역. 과거 항구의 창고 거리였던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예쁜 카페와
레스토랑, 잡화점 등의 점포가 사랑스럽게도 모여있습니다. 고풍스런
분위기가 가득해서 촬영스팟으로도 인기만점.

http://blog.livedoor.jp/naja_plus
11:00~19:00
부정기 휴무
087-887-0944

http://www.kitahama-alley.jp
다카마츠역에서 도보 약 20분 / 자전거로 약 5분

umie
좁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면 마주하게 되는 독
특한 문.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우미에가 비밀창고처럼 자
리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바다를 한눈에 내려
다보며 음료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따스한 느낌의
카페입니다.

depot
오직 여성들만을 위해 디자인된 의상과 잡화로 가득한
셀렉트숍. 옷빨이 제대로 살만한 감각적인 패션이면서
도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캐주얼 상품이 폭넓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umie.info/index2.html
월~금 11:00~23:00 (L.O 22:30)
토 10:00~23:00 (L.O 22:30)
일/공휴일 10:00~21:00 (L.O 20:30)
수요일
087-811-7455

Cantina
빨간 테라스가 돋보이는 카페&레스토랑. 카가와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 다양한
식사메뉴로 손님들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조금은 멋을 내고 찾아가고 싶어
지는 차분한 공간.
http://www.mahogany.jp/cantina/shop.htm
런치 10:50~15:00 (L.O 14:00) 디너 18:00~23:00 (L.O 22:00)
목요일
087-81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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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itahama-alley.jp/cruise/depot.php
평일 11:30~20:00 공휴일 11:00~20:00
1월 1일
087-821-3766

RAG-STYLE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에스닉 계열의 유니크 상품들로 가득한 공간. 잡화에서
부터 가구와 악세사리, 의류 등 다양하고도 멋진 소품들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구
경하게 되는 즐거운 가게입니다.
http://www.kitahama-alley.jp/cruise/rag-style.php
평일 11:30~19:30 공휴일 11:00~19:30
1월 1일
087-826-3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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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덴을 타고 속속들이 여행하자

로컬선으로 즐기는 다카마츠의 색다른 매력
전통과 모던이 함께 공존하는 거리 붓쇼잔
붓쇼잔
仏生山

붓쇼잔역
Bit'z

과거 다카마츠번의 영주가 세운 호넹지(法然寺)를 중심으로 번영했던 시가지.
옛 역사가 남아있는 거리에는 모던한 온천과 세련된 카페 등이 자리잡고 있어
멋집니다. 천천히 산책하며 숨겨진 매력을 찾아보세요.

Cafe asile

덴마야샌드 天満屋サンド
오랜 역사의 기모노가
게가 샌드위치 가게로
변신! 버거 모양의 귀
여운 간판이 일단 눈
에 띕니다. 런치는 3
종류의 샌드위치 메뉴
(1,080엔)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손 수 구 운
특제 빵에 제철야채를
듬뿍 넣은 건강한 런치
를 맛보세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
를 즐길 수 있는 카페. 옛 민
가를 개조해 만들었다고 하
니 더욱 특별하죠? 3종류의
토스트 중에서 내 맘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조식 세트
와 건강식 특제런치(1,150엔)
등이 인기만점입니다. 계절
한정 스위츠도 강추! 일요일
은 정기휴일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붓쇼잔온천
덴마야샌드
히구치
Cafe asile

http://www.cafe-asile.net
고토덴 붓쇼잔역에서 도보 13분
8:30~18:00 (L.O 17:30)
일요일
087-889-1531

https://www.facebook.com/tenmayasando
고토덴 붓쇼잔역에서 도보 10분
11:00~18:00 (L.O 17:00)
화/수요일
087-889-1630

Burger cafe Bit'z
고토덴 붓쇼잔역을 나와 왼쪽 편에 자리한 햄버거가게. 아메리카 레트로풍의 인테리
어가 인상적입니다. 정성을 담아 직접 만든 버거는 개성만점! 물론 메뉴도 풍부하니
고르는 재미까지 있죠? 인기 메뉴 ‘스페셜버거’ 단품 530엔.
고토덴 붓쇼잔역 왼쪽 편
평일 10:00~20:00 토/일/공휴일 8:00~19:00 ※제품이 품절되면 영업 종료
수요일, 매월 두번째 화요일
087-889-0441

고토덴 붓쇼잔역

고토히라선

ことでん 仏生山駅

약 15분

칙코역

당일 온천하고 가세요~
붓쇼잔역

TIP

수제과자와 케이크 전문점 ‘히구치’ 手作り焼菓子とケーキのお店 ‘ひぐち’
토일 한정으로 판매되는 유통기한 30분의 ‘가타야키 슈크림(165엔)’에서부터 제철과일이 듬뿍
들어간 케이크 등 다양한 메뉴가 충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히구치. 스프레 반죽으로 만든 ‘호토
케우마루루야마샌드(152엔)’는 한입 베물면 행복이 입안 가득!
http://cake-west.com/higuchi
고토덴 붓쇼잔역에서 도보 10분
9:00~19:00
수요일
087-889-1365
14

렌탈 사이클
역 창구에서 이용신청서와 이용동의서에
필요사항을 기입하신 뒤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 (신분증명서류 제시)
전동 어시스트 자전거 5대
3시간 500엔, 1시간 연장 100엔
※별도 렌탈 보증금 3,000엔(반납시 환급)

접수 8:30~19:00
연중무휴
15

로컬선으로 즐기는 다카마츠의 색다른 매력

로컬선으로 즐기는 다카마츠의 색다른 매력

미슐랭도 인정한 일본 유수의 아름다운 정원 리츠린공원

세토내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지 야시마 屋島
너구리를 만지면
복이 들어와요~

영엄한 사자 전망대

고토히라선·나가오선

고토덴 야시마역
ことでん 屋島駅

리츠린공원
栗林公園

약 8분

칙코역

리츠린공원역

시도선
가와라마치역

약 20분

야시마역

시코쿠무라 四国村
에도시대~메이지시대 민가 중심의 옛 건축을 테마로 한 5만평방미터의
광대한 야외박물관. 시설 내에는 건축가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갤러리와
수경정원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꽃과 대나무숲 등 계절감이 느껴지
는 자연을 만끽하며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곳.

약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에도 초기의 회유식 대명정원. 에도시대 사누키
다카마츠를 지배하던 역대영주들에 의해 백 년 남짓한 세월에 걸쳐 완성되었으
며 당시에는 영주의 별채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는 중요문화재정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아 특별 명승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슐랭 그린가이드의 최고
점수인 별 3개를 수상하였다고 하니... 일부러 찾아갈 의미가 충분하죠?!

http://www.shikokumura.or.jp
고토덴 야시마역에서 도보 5분
4~10월 8:30~17:00, 11~3월 8:30~16:30
연중무휴
087-843-3111
어른 800엔, 고교생 500엔, 초중학생 300엔
※갤러리, 수경정원은 별도요금

http://ritsuringarden.jp/jp
7:00~17:00 (계절에 따라 변동)
연중무휴
087-833-7411
어른 410엔, 어린이(초등생/중학생) 170엔 ※미취학아동은 무료 ※1월 1일과 개원기념일(3월 16일)은 무료 개방

와라야 わらや

기쿠게츠테이 맛차 체험 掬月亭
에도시대 초기, 사방 어디에서 보아도 정면으로 보이는 ‘사방정면’이라는 건축
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다실. 일본의 사계를 표현한 화과자와 함께 맛차 체
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9:00~16:30 (접수 16:00)
맛차 (화과자 포함) 어른 700엔, 어린이 500엔,
녹차 (화과자 포함) 어른 500엔, 어린이 400엔
12월 30일~31일

가든카페 리츠린 ガーデンカフェ栗林
공원 내 상공장려관에 위치한 카페로, 카가와산의 식재를 사용한 이탈리안 런
치나 디저트, 음료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으로 최적! 최대 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홀은 각종 파티회장
으로도 사용됩니다.
10:00~16:00 (계절에 따라 변동)

입구에서부터 우동 맛집의 분위기가 물씬! 에도시대의 초가지붕을 올린 농가 건물에 큰
물레방아를 더한 독특한 인테리어와 규모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대우동(약 2인분
930엔)과 가족우동(약 4~5인분 2,370엔)이 특히 명물로, 국물에 생강과 파를 듬뿍 넣
어 뜨거울 때 드시면 최상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https://www.wara-ya.co.jp
고토덴 야시마역에서 도보 5분
3~11월 10:00~19:00, 12~2월 10:00~18:30,
토/일/공휴일 9:00~19:00 ※L.O 폐점 30분전
연중무휴
087-843-3115

영엄한 사자 전망대 獅子の霊厳 展望台
다카마츠의 시가지와 세토내해의 멋진 조망을 만끽할 수
있는 전망 스팟! 전망대 아래에 솟아있는 바위가 바다를
향해 울부짖고 있는 사자의 모습과 닮아 이렇게 불리게 되
었습니다. 흙으로 빚은 기와를 던져 원형의 과녁을 통과하
면 운이 좋아진다는 ‘기와던지기’도 하나의 명물이죠.

월요일

카가와 물산관 ‘리츠린안’ 栗林庵
공원 동문 옆에 위치한 물산관 ‘리츠린안’에서는 다양한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기상품에서부터 숨겨진 명품까지 카가와를 대표하는 맛있는 먹거
리와 훌륭한 공예품으로 가득! 차분한 노송나무의 정취가 풍기는 내부 인테리
어도 인상적입니다.
9:00~공원의 폐원시간과 동일
16

약 5분

고토히라선

고토덴 리츠린공원역
ことでん 栗林公園駅

칙코역

http://www.yashima-navi.jp
야시마산정행버스는 JR야시마역을 출발해
고토덴 야시마역을 경유하여 약 20분

전망대 입구에 있는 야시마절

연중무휴

여기 동그라미 링에 넣으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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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와는 역시 사누키우동!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인기 우동 맛집 대공개!

다카마츠의 밤을 더욱 즐겁게!
이자카야

튀김꼬치전문점

돼지고기요리전문점

란마루

돔보

부타망

蘭丸

とんぼ

豚満

카가와 명물의 스파이시한 닭다리요리
‘호네츠키도리’(骨付鳥, 880엔) 전문점.
살코기가 부드러운 ‘히나’와 씹는 맛이
일품인 ‘오야’ 중에서 취향에 따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
먹을 수 있으니 치아가 약한 사람도 걱
정 말아요. 한국인 스텝도 있답니다.
※주 문한 요리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밑반찬은 유료이니 주의해주세요.

해산물에서부터 육류와 크림 고로케 그
리고 닭날개 만두까지 약 30여 종류의
메뉴가 준비된 튀김꼬치전문점. 여성들
에게 딱 맞는 앙증맞은 사이즈라서 조
금씩 많은 종류를 먹어볼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통째로 튀긴 아스파라거스는
임팩트 있는 인상만큼이나 맛있습니다.
튀김꼬치 1개 150엔~

돼지고기요리전문 이자카야. 조금 독특
하게도 쓰레받이 모양을 한 사각냄비 ‘치
리토리나베’로 만든 철판구이(980엔~)
는 연중 어느 때 먹어도 좋은 스테미너
요리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렴하고 서민적
인 메뉴가 많아 부담 없이 들러도 좋을
듯. 처음부터 제공되는 양배추샐러드는
무료로 무한리필까지 가능하답니다.

다카마츠시 가와라마치 1-12-6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약 5분
17:00~23:00 (L.O 22:30)
일요일
087-835-1315

http://buta-man.com/about
다카마츠시 도기야마치 10-5
런치 월~금 11:30~15:00 (L.O 14:30)
디너 17:30~2:00
부정기 휴무
087-821-7321

고야시키

메리켄야 다카마츠역앞점 めりけんや高松駅前店
셀프 스타일의 저렴한 가격의 우동전
문점. 탄력 있는 면은 선물로 사가도
좋을 만큼 호평일색. 이른 시간대부터
개점하는 덕분에 여행을 출발하기 전
들르기도 좋은 곳. 테이블 회전도가 빠
르니 손님이 많다고 당황하지 말고 미
리 메뉴판을 보고 먼저 주문하시면 됩니다. 가케우동(소) 210엔
http://www.merikenya.com
JR다카마츠역에서 도보 1분
7:00~20:00
연중무휴
087-811-6358

고야시키 선포트점 郷屋敷サンポート店
맛있는 우동면을 맛볼 수 있는 유서 깊
은 점포. 우동 단품 이외에도 제철의
식재료를 사용한 세트메뉴와 돈부리도
인기랍니다. 맥주와 함께하는 우동의
즐거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누키고
젠 1,280엔
http://www.maripla.jp/staticpages/
index.php/gouyashiki
JR다카마츠역에서 도보 5분
선포트 다카마츠 MARITIME 3층
11:00~22:00
연중무휴
087-822-1128

와타야 다카마츠점 綿谷 高松店

츠루마루 鶴丸

구로다야 다마치점 黒田屋 田町店

합리적인 가격
의 셀프 우동전
문점. 인기메뉴
로는 고기가 들
어간 니쿠우동
으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두 버전이 모두
있답니다. 약간 달콤한 고기에 상큼한 레몬
을 뿌려먹으면 깔끔한 맛까지 더해져 더욱
맛이 좋아진다는 사실! 오동통한 면이라
적은 사이즈의 우동으로도 포만감 만점.

카레우 동이라면 츠
루마루! 라고 할 정
도로 유명한 맛집. 술
을 마신 후 해장하러
이곳의 카레우 동 을
먹으러 오는 사람도
많다는 후문이 있을
정도랍니다. 물론 쫀
득쫀득한 면도 일품! 재료가 떨어지면 문을
닫기 때문에 맛보고 싶다면 서둘러주세요~

익일 오전 5시
까지 영업하는
부지런한 우
동 집. 번화가
와 가까 운 곳
에 위치하고 있어 2차로 들려도 좋은 곳
입니다. 우동 뿐만 아니라 소바와 라면메
뉴도 풍부해서 안주 메뉴 걱정은 필요 없
습니다. 특제 된장 오뎅도 인기. 가케우동
200엔

http://www.turumaru.co.jp/pc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약 7분
20:00~3:00
일요일/국경일
카레우동 700엔
087-821-3780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약 7분
10:30~5:00
1월 1일
087-835-0970

http://www.maruwa-wataya.com/
index.html
미나미신마치 상점가
8:30~14:15 (L.O)
일요일
소고기 붓카케 390엔,
돼지고기 붓카케 380엔
087-813-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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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도리 상점가
18:00~1:00 (L.O 0:00)
부정기 휴무
087-821-8405

란마루 회모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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