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G-area004

시오노에 온천향

SHIONOE ONSENKYOU【Takamatu】No,1
관광지

자연 속 온천 마을

エリアシート

塩江温泉郷

塩江温泉観光協会
http://shionoe.jp/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15분. 도쿠시마 현과의 경계에 위치한 온천 마을. 계곡가를 따라 온천 호
텔과 전통 료칸 10여 채가 오순도순 이어져 있습니다. 옛 정취가 남아있는 시오노에는 예로부터 온
천지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시오노에의 온천은 약 1300년 전, 명승·교키가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행했던
진언종의 창시자, 구카이는 온천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온천 치료'를 널리 전했다고 합니다.
순수 황화수소의 온천수는 부드러운 감촉으로 몸 속까지 따뜻하게 해 줍니다. 온천 외에도 주변의
폭포와 시냇물 등 자연으로 가득하며 봄에는 벚꽃, 가을에는 단풍 등 사시사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따뜻한 탕에 몸을 담그고 본격 힐링을 경험해보세요.

1

휴게소

시오노에

시오노에 온천향 입구의 관광 물산 센터. 고지 재

배 농법으로 키운 채소나 꽃나무를 판매. 인근 후지
카와 목장에서 만든 아이스크림도 인기만점.

2

교키노유

高松市塩江町安原上東390-21
TEL. 087-893-1378
8:00～18:00(3～10월: 17:00까지)
정기 휴일: 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
음날 휴무), 12월 31일～1월 2일

온천

휴게소 시오노에 옆에 위치한 당일치기 온천. 가족

등 단체로 온천을 빌릴 수 있는 전세탕(카시키리)이
인기. 인접한 소바 가게 '교키 소바'에서는 맛있는
일본 소바를 드실 수 있습니다.

高松市塩江町安原上東37-1
TEL. 087-893-1126
9:00～22:00
정기 휴일: 1・3째 주 월요일
어른 470엔, 어린이 240엔, 초등학생
미만 무료, 60세 이상 360엔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area004

시오노에 온천향

SHIONOEONSENKYOU【Takamatsu】No,2
관광지

자연 속 온천 마을

3

塩江温泉郷

塩江温泉観光協会
http://shionoe.jp/

호텔 세컨드 스테이지(ホテルセカンドステージ)

풍부한 자연 속에서 여러 체험을 즐기고, 현지 사

람들과의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숙박 시설. 천연 온
천수는 피부 미용, 피로 회복에 탁월합니다.

4

エリアシート

高松市塩江町上西乙1118-8
087-893-1100
체크인 / 15:00
체크아웃 / 10:00

신카바카와 관광 호텔(新樺川観光ホテル)

양질의 수질을 자랑하는 온천 호텔. 바람을 느끼며

노천탕에 몸을 담그면 자연스레 힐링이 됩니다.

高松市塩江町1-6
087-893-120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 10:00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area008

선포트 다카마츠

SAN POUTO TAKAMATSU 【Takamatsu】No,1
관광지

エリアシート

サンポート高松

다카마츠 해륙 교통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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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카마츠 시 선포트

의 유리 등대로 높이 14.2m, 적색 20w형광등으로 이
빛은 약 13해리(24km) 앞에서도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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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高松市サンポート2-1
TEL.087-822-1707
(심벌타워 개발)

영업 시간, 정기 휴일은
시설에 따라 다름.

카가와・다카마츠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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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area008

선포트 다카마츠

SUN PORT TAKAMATSU【Takamatsu】No,2
관광지

다카마츠 해륙 교통의 중심지

4

エリアシート

サンポート高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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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松市浜ノ町1-20
TEL.087-825-1702
미도리노마노구치: 4:20～23:00

나들고 있습니다. 우동 가게나 선물 가게도 있어 지
역을 떠나시기 전 선물 구매하기에도 최적.

5

다카마츠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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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카마츠 시 선포트
TEL.087-851-3442
(다카마츠 항 관리 사무소)

코토덴 다카마츠칫코 역

코토히라, 나가오, 카와라마치 등 주요역을 잇는

기점. 시도 방면으로 통근·통학하거나 주변 관광지
로 이동할 때 편리합니다. 다카마츠 중심가에 있는

高松市玉藻町97-2
TEL.087-851-9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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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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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松若竹

TAK-kais003／

（公社）香川県観光協会

TOKUBETSU

MEISHOU

특별명승지

RITSURIN

TAK-spot001

KOUEN 【Takamatsu】

栗林公園
高松市栗林町1-20-16
087-833-7411
(香川県栗林公園観光事務所）
http://ritsuringarden.jp/

리츠린 공원

사계절이 매우 아름다운 일본 대표 정원

소개

지도 안내

거리에서 한 발짝, 발을 들여 놓으면 마
치 에도시대에 돌아온 듯한 풍경이 펼쳐
집니다. 이곳은 에도 시대 다카마츠 시
영주들이 100년 이상의 공을 들여 조성
한 다이묘 정원입니다. 일본국가지정 특
별명승지로 지정되었으며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아름다운 경관이 다채로
이 펼쳐집니다. 주위의 자연과 조화롭게
어울리는 6개의 연못, 우아한 아치 형 다
리, 1400개의 멋진 소나무, 일본의 상징
후지산을 상징하는 언덕 등. 이 모든 것
을 천천히 음미하며 산책할 수 있는 최고
의 정원입니다.
'키쿠게츠테이' 정자는 계절을 담은 화
과자와 말차, 점심 식사가 가능한 운치있
는 곳으로, 방문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
습니다. 리츠린 공원의 풍경을 일본식 정
자에 앉아 내려다 볼 수 있는 강점 덕분
입니다.
이 외에도 칠기, 도자기를 전시하는 '사
누키 민예관'이 있으며, 이벤트나 행사장
으로 대관할 수 있는 '상공 장려관' 등 역
사 있는 건물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에는 벚꽃으로 유명하며, 가을엔
단풍의 명소로도 인기만점입니다. 이 기
간 중에는 야간 라이트업도 진행하고 있
습니다.

위도 34.330496

이용 안내
경도 134.044366

7：00～17：00
（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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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어른410엔, 초・중학생170엔, 미
취학 아동: 무료 ※1월 1일, 3월 16
일（개원 기념일）은 무료

JR리츠린코엔키타구치(栗林公園北口)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코토쿠 선(高徳線)으로
5분 이동한 뒤 JR리츠린코엔키타구치 역에서 하
차 후, 도보 3분.

현영 주차장（유료）
※대형 버스 주차 가능（13대）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15
분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있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리츠린 공원 앞까지 약
25분.

외국어 서비스：안내 책자（한국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
인어）, 안내 표지판（영어）, 홈페이
지（영어, 중국어）, 안내（한국어, 영
어, 중국어, 스페인어 ※ 가이드 봉사
자）

소요 시간

약 60분

추천 시기

연중

실내외

실외 (일부 실내)

비고

近隣施設

ガーデンカフェ栗林

TAK-cafe001／上原屋本店

TAK－udon002／ハローズ 栗林公園店

TAK-mark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TAK-spot002

YASHIMA 【Takamatsu】

屋島
高松市屋島山上
087-841-9443
(屋島山上観光協会)
http://www.e-yashima.jp/

야시마
겐페이 전쟁의 무대

소개

지도 안내

그 옛날 일본에서 유명한 전쟁이 펼쳐진
이곳. '겐지'와 '헤이케' 집안이 펼친 이 전
쟁을 '겐페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지붕
의 모양을 했다고 해서 '야시마(일본어로
지붕: 야네)'라 이름 붙은 이곳은 용암으
로 형성된 산으로, 정상에서는 세토 내해
와 섬 그리고 다카마츠의 시내를 한눈에
볼 수 있죠.
현재 이 야시마는 육지와 이어져 있지만
고대에는 하나의 독립된 섬이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침입에 대비하여 자
연의 절벽을 이용한 성이 구축되어 있었
다고 합니다. '겐페이 전쟁'의 무대가 된 '
단노우라'에는 '헤이케'가 군함을 숨긴
곳, 화살의 명중을 빌었던 바위와 같은
전설이 깃든 사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 위에는 시코쿠 88개 사찰(※ 이곳을
돌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함)의 84번째 '
야시마지 절'이 있습니다. 산 위까지 이
동하는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
며, 그 길을 따라 카가와의 특산품 아지
석의 산지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위도34.359152

이용 안내
경도 134.100048

드라이브웨이 개통 6：3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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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드라이브웨이 통행료（왕복）
승용차・화물차
(보통・경차・소형) 630엔
마을 버스・노선 버스 1570엔

JR야시마(屋島) 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코토쿠 선(高徳線)으로
JR야시마 역까지 20분 이동한 뒤 하차, 차로 약
20분.

있음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30
분

산 정상에 있음

다카마츠 공항
Wifi／없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동한
뒤 전차를 이용해 JR야시마(屋島)역으로.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외국어 서비스: 안내 표지판(영어)
소요 시간

산 정상을 도보로 산책할 경우, 약 40분

이용 시기

－

실내외

야외

비고

近隣施設

和酒飯

山鳥

屋島店

KAG-izak005／一和堂工芸 KAG-dent002／エディオン

高松春日店 KAG-elec005

（公社）香川県観光協会

TAKAMATSU

JOUATO TAMAMO KOUEN

다카마츠 성터

TAK-spot003
【Takamatsu】

高松城跡玉藻公園
高松市玉藻町2-1
087-851-1521
(玉藻公園管理事務所)

다마모 공원

http://www.takamatsujyo.com/

유람선도 탈 수 있는 친근한 역사 공원

소개

지도 안내

'일본 3대 수성'(※바닷물을 이용한 해자
로 둘러싸인 성)의 하나로 다카마츠 성터
를 공원으로 개방한 곳. 일명 '다마모 성'
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다와 연결된 해자를 목조 배에 몸을
싣고 유람하는 '유람선 체험'이 인기가 높
습니다. 물 위에서 성터를 올려다 보거나
해자를 헤엄치는 물고기(도미)에게 먹이
주는 체험도 가능합니다.
성주의 별장 겸 영빈관인 '히운카쿠 각'
은 국가 중요 문화재로 일본의 전통과 서
양의 기술이 융합된 아름다운 건물입니
다. 돌과 바위, 모래로 산수 풍경을 표현
한 '가레산스이 정원'에 접하고 있으며,
현재는 다도회 등 회장으로 대관되어 사
용되고 있습니다.
봄에는 벚꽃 축제로 유명하며 가을에는
국화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
어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 받고 있습니다.

위도34.350304

이용 안내
경도 134.051615

일출～일몰 무렵까지
(시간은 매달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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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9일～31일

오시는 길

어른 200엔, 어린이（6세 이상, 16
세 미만）100엔, 미취학 아동: 무료
※ 20명 이상 단체객은 할인. 1월 1
일～3일, 5월 5일, 벚꽃 축제 기간
은 야간 무료

JR다카마츠(高松)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도보 3분

57대
※대형 버스 주차 가능（1대）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분

있음
Free Wifi：있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한국어,
영어, 중국어), 안내 표지판(영어)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동해 하차 후 도보 약 3분.

香川県立ミュージアム

体験学習室

KAG-tour 009／北浜alley

近隣施設 spot005／宮脇書店 総本店 KAG-book002

TAK-

소요 시간

약 60분

추천 시기

연중

실내외

실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TAK-spot004

SHIKOKU MURA 【Takamatsu】

四国村

시코쿠무라

高松市屋島中町91
TEL 087-843-3111
http://www.shikokumura.or.jp/

카가와의 옛날을 볼 수 있는 곳

소개

지도 안내

카가와·에히메·코치·도쿠시마 4개 현
의 헌 민가를 이축하여 복원한 야외 박물
관. 아이들을 위한 사회 학습의 장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이곳에는 옛날의 삶을 엿
볼 수 있는 민가와 민예품, 간장 제조장
과 같은 전통 산업 시설이 자리하고 있으
며, '농촌 가부키' 무대의 흔적도 남아 있
습니다.
예술도 조화를 이루고 있어 조각가 나가
레 마사유키(流政之)의 역동적인 작품과
건축가 안도 타다오(安藤忠雄)가 설계한
'시코쿠무라 갤러리'도 만나보실 수 있습
니다. 갤러리에는 조각, 불상과 같은 폭
넓은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발코니
에서는 경사를 이용하여 만든 '물 정원'이
아름답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코쿠무라의 입구에는 맛있는 우동을
맛볼 수 있는 '와라야'가 있어 함께 즐기
실 수 있습니다. 효고 현 고베 시의 이진
관(異人館)을 이축한 '티룸 이진관'과 민
가를 리모델링한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이용 안내

위도 34.3439767

경도 134.1064575

4～10월
1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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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0～17：00
8：30～16：30

무휴
어른 800엔, 고등학생 500엔, 초・
중학생 300엔 （갤러리: 어른 500
엔, 고등학생 300엔, 초・중학생
300엔）※시코쿠무라와 갤러리 입장
세트 할인 요금 있음.

오시는 길
JR야시마(屋島)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코토쿠 선(高徳線)으로
20분 와서 JR야시마 역에서 하차 후, 도보 약
10분

200대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15분

※대형 버스 주차 가능(5대)

있음
Free Wifi：있음
（주차장, 입구 부근 일부 지역）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안내 표지판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소요시간

약 120분

추천시기

연중

실내외

야외 (일부 실내)

비고

n
近隣施設

屋島

TAK-spot002／ざいごうどん

本家

わら家

KAG-udon001／焼肉と韓国料理

葉山 KAG-yaki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TAK-spot005

KITAHAMA ARI 【Takamatsu】

北浜alley

키타하마 아리(alley)

高松市北浜町4-14
TEL 087-834-4335
http://www.kitahama-alley.jp/

해변가 창고를 개장하여 만든 운치있는 장소

소개

지도 안내

해변가의 창고 단지를 리모델링하여 만
든 상점가. 얼핏 낡아보이지만 바닷바람
과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자유롭고
꾸밈 없는 분위기로 젊은 세대에게 인기
가 높습니다.
이곳에서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부터
카페, 바 등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
으며, 이색 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숍들
도 즐비하고 있습니다.
아기자기한 장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액
세서리 점, 공예품과 고물, 헌책 북 카페,
수입 아동복을 판매하는 깜찍 셀렉트 숍.
더불어 갤러리, 헤어 살롱까지 있는 그야
말로 종합 상업 단지입니다.
바로 옆으로 바다가 있어 섬과 항구에
드나드는 배를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낭만적인 곳입니다.

위도34.350978

이용 안내
경도134.056593
각 매장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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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매장에 따라 다름

오시는 길

장소 입장은 무료

JR다카마츠(高松)역

70대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도보 7분
각 매장에 있음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분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동해 하차 후 도보 약 7분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소요 시간

30～9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비고

近隣施設

高松城跡

玉藻公園

TAK-spot003／umie TAK-cafe004／高松三越

TAK-depa001

（公社）香川県観光協会

TAKAMATSU

CHUUOU

SHOUTENGAI

TAK-spot006
【Takamatsu】

高松中央商店街

다카마츠 중앙 상점가

高松市番町2-2-2
087-825-3508
(高松中央商店街振興組合連合会)

쇼핑의 모든 것. 일본 최고 길이의 상점가

소개

지도 안내

다카마츠 중심부의 길이 2.7㎞의 일본
최장 아치형 천장 상점가. 총 8개 구역으
로 구분됩니다.(효고마치·카타하라마치
서부· 카타하라마치 동부· 마루가메마
치·라이온도오리·미나미신마치·도키와
마치·다마치)
상가에는 음식점은 물론 다양한 숍, 오
락실, 영화관을 비롯해 약 860여 개의 매
장이 들어서 있으며 백화점과 미술관에
도 이어져 있습니다. 2015년에는 코토덴
카와라마치 역 빌딩에 새로이 '카와라마
치 FLAG'가 개장하였습니다. 덕분에 걸
어다니며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인기 브랜드 숍이 모여 있는 '다카
마츠 마루가메마치 일번가(高松丸亀町壱
番街)'는 상징적 명소입니다.
중앙 광장은 일본 제일의 규모인 높이
32m의 크리스탈 돔이 덮고 있으며, 라이
브 등 다양한 이색 행사도 열립니다.

위도34.346052

이용 안내
경도134.050508
각 매장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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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매장에 따라 다름

오시는 길

상점가 입장은 무료

JR다카마츠(高松)역
JR다카마츠 역: 도보 약 15분（역에서
중심지까지 '마치나카 루프 버스(まちな
かループバス) 운행함

시・초 운영 주차장 있음（유료）
※ 각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시면
제휴 주차장 서비스권 등을 발행. 코
인파킹 주차장도 있음.

코토덴 카타하라마치(片原町)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에서
코토히라 선・나가오 선(琴平線・長尾
線)으로 코토덴 카타하라마치 역까지 약
2분 이동해 하차 후, 바로

있음(상점가, 매장, 주차장 등)
Free Wifi：있음（2016년 3월 말부
터 개시할 예정）

코토덴 카와라마치(瓦町)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에서 코
토히라 선・나가오 선(琴平線・長尾線)으
로 코토덴 카와라마치 역까지 5분 이동해
하차 후, 바로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분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효고마치까지 약 30분 이동
해 하차 후, 상점가까지 도보로 바로.

외국어 서비스：마루가메마치 상점
가 맵（한국어・영어・중국어-간
체）등
이용기간

연중

추천시기

연중

실내외

실내외 있음

비고

近隣施設

丸亀町グリーン

TAK-depa003／瓦町FLAG

TAK-depa002／高松三越

TAK-depa001

（公社）香川県観光協会

TAK-spot007

BUSSHOUZAN（HOUNENJI）【Takamatsu】

仏生山（法然寺）

붓쇼잔(법연사)

高松市仏生山町甲3215
087-889-0406（法然寺）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진 곳

소개

지도 안내

다카마츠시 붓쇼잔은 '법연사'가 있는 마
을로 번창해온 역사 도시입니다. 법연사
에는 석가(이곳에는 누운 부처 상이 있
음)와 201연중에 완공된 오층 탑이 있습
니다.
코토덴 붓쇼잔 역 근처에는 에도시대 역
대 영주들이 법연사로 가기 위해 행차했
던 길이 있습니다. '오나리카이토'라고 불
리는데 '오나리'는 귀한 사람의 행차를 뜻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며 현재 매년 가을 축제
때는 영주로 분장한 사람들이 그 길을 걷
는 행렬을 합니다.
도시에는 예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
는 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모던한 카페나 양과
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붓쇼잔은 일본의 전통과 현대의
세련미를 함께 만나 보실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이용 안내
경도 134.046520

위도34.273723

8：00～18：00
(예불은 9：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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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경내는 무료
(삼불당 예불: 350엔)

오시는 길
코토덴 붓쇼잔(仏生山)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
에서 코토히라 선(琴平線)으로 17
분 코토덴 붓쇼잔 역까지 이동해
하차 후 도보 약 15분

50대
※ 대형 버스 주차 가능（2대）

있음

다카마츠추오IC
Free Wifi：없음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15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近隣施設

Café- asile KAG-cafe001／Humpty Dumpty
misc001／中国料理 華宮 KAG-kank002

高松伏石店 KAG-

소요 시간

약 30~60분

추천 시기

연중

실내외

실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ANSHUU

IZUTSU

YASHIKI

TOU-spot001
【Higashikagawa】

민가촌 산슈이즈츠

讃州井筒屋敷

야시키

東かがわ市引田2163
0879-23-8550
http://www.idutsuyashiki.com/

전통 와산본 설탕과 장갑 만들기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곳

소개

지도 안내

과거 간장과 술 양조로 번영했던 상인의
가옥을 리모델링하여 관광소로 공개한
시설. 관광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다다미 방에 정원을 내다볼 수 있는 다
실이 있어 일본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
하고 있는 곳입니다. 생선 요리가 유명한
레스토랑, 예스러운 기모노를 판매하는
가게가 있으며, 특이하게도 사슴 벌레 등
을 판매하는 곤충 가게도 입점해 있습니
다.
더불어 다양한 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
다. 카가와 현의 전통 과자 '와산본'과 가
죽 열쇠 고리 제작. 그리고 일본 제일의
생산율을 자랑하는 장갑 만들기 체험도
가능합니다.

위도34.227853

이용 안내
경도 134.403433

10：00～16：00
(점포에 따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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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점포에 따라 다름）

무료(일부 유료)

오시는 길
JR히케타(引田)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 코토쿠 선
(高徳線) 특급으로 JR히케타 역까
지 약 40분 이동해 하차 후 도보
10분

36대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

히케타IC

Free Wifi：있음

히케타IC에서 차로 약 5분

외국어 서비스：안내 책자(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안내
표지판(영어)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70분

近隣施設

マーレリッコ TOU-spot004／大窪寺
なべ KAG-saka001

TOU-spot002／かき焼

소요시간

60～120분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わた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OOKUBOJI

TOU-spot002

【Sanuki】

大窪寺

오쿠보지 절

さぬき市多和兼割96
0879-56-2278
http://sanuki-kanko.jp/

88개 곳 순례를 마무리 짓는 절

소개

지도 안내

시코쿠 88개 사찰(※ 이곳을 다 돌면 소
원 성취이 이뤄진다고 함) 마지막 절인
88번 오쿠보지 절. 마침내 긴 여행을 마
치면 순례자들은 비로소 오쿠보지 절에
당도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곳에서는 흰 옷에 삿갓을 쓰고
지팡이를 든 순례객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하에는 88개 절의 작은
본존상이 놓여 있어 그곳 모래를 밟으면
마치 다른 87곳을 돌고 온 것과 같아 소
원이 이뤄진다고 한답니다.
절 입구에는 '야소바앙(八十八庵)'이라고
하는 우동 집이 있는데 현지 밀과 산채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위도34.191415

이용 안내
경도 134.206787

경내 방문은 자유 (납경소(納経所)라 하여 도장
을 받는 곳은 7：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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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무료

오시는 길
코토덴 나가오(長尾)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
에서 나가오 선(長尾線)으로 40분
와서 코토덴 나가오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30분

100대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 (휠체어 출입 가능)

시도IC
Free Wifi：없음

시도IC에서 차로 약 30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50분

近隣施設

大串自然公園 TOU-spot003／かき焼
屋敷 KAG-kais001

わたなべ KAG-saka001／郷

소요 시간

30～6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OOGUSHI

SHIZEN

KOUEN

TOU-spot003
【Sanuki】

大串自然公園
さぬき市小田、鴨庄
087-894-1114
(さぬき市商工観光課)

오구시 자연 공원

http://www.city.sanuki.kagawa.jp/

자연 속에서 와인을 즐길 수 있는 곳

소개

지도 안내

사누키 시의 최북단, 세토 내해에 크게
뻗은 반도. 총 면적 약 100ha의 원내의
산, 바다, 바람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
운 자연 공원입니다. 이곳에는 잔디 광장
을 중심으로 각종 시설들이 집결되어 있
습니다.
우선, 사누키 와이너리는 이 시코쿠 내
에서 유일한 와인 공장입니다. 카가와 현
산 '사누키 와인'을 양조 판매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견학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처
에 있는 '사누키시 물산 센터'에서는 와인
을 시음하고 구매하실 수 있으며 2층에
는 세토 내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카
페도 있습니다.
또한 '테아 트론'이라 하여서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콘서트홀이 있습니
다. 탁 트인 천장 없는 음악 광장에 그리
스 신전을 떠올리게는 무대가 특징입니
다. 반도 끝자락에 있어 조망도 아주 뛰
어납니다.

위도 34.363185

이용 안내
경도 134.211436

원내는 시간 제한 없음／
사누키 와이너리・물산 센터: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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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사누키 와이너리・물산 센터: 화요
일(공휴일인 경우 영업), 연말연시

오시는 길
JR시도(志度)역

무료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코토쿠 선(高徳
線)으로 30분 이동한 뒤 JR시도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15분

200대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시도 IC
시도IC에서 차로 약 15분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50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소요 시간

60～12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일부 실내)

비고

近隣施設

郷屋敷 KAG-kais001／大窪寺
KAG-saka001

TOU-spot002／かき焼

わたなべ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AARERIKKO

TOU-spot004
【Higashikagawa】

マーレリッコ

바다 꼬마 마레릿코

東かがわ市引田4373
0879-33-2929
http://saltlake-hiketa.co.jp/

바다와 물고기를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곳

소개

지도 안내

아이들이 바다와 물고기를 친근하게 느
껴볼 수 있는 '체험 학습 시설'. 방어 양식
의 발상지인 아도이케 연못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먹이주기 체험에서는 커다란 방어들이
먹이를 향해 힘차게 달려드는 장관을 지
켜볼 수 있습니다. 도미 낚시 체험도 가
능하며 낚시가 처음인 분들도 스태프의
도움으로 낚싯대 손질을 비롯한 체험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
다 낚시 체험을 할 수 있는 '피시 후크'도
있습니다.
또한 소형 잠수함 '마레릿코 호'도 전시
되어 있어 아이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층에는 방어 양식에 대해 배
울 수 있는 패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스토랑도 준비되어 있어 신선한 해산
물 '회 정식'도 드실 수 있고 휴게소 '와
산'에서는 기념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
다.

위도34.239164

이용 안내
경도 134.396105

9：00～17：00
(입장 마감은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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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12월 29일～1월 3일
100엔
※ 15명 이상 단체는 50엔, 사료주
기 체험 200엔, 낚지 500엔
(낚시대 대여 및 도미 한마리 무료)

오시는 길
JR히케타(引田)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코토쿠 선
(高徳線) 특급으로 40분 이동해 JR
히케타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5분

있음

히케타 IC

있음

히케타 IC에서 차로 약 5분

Free Wifi: 없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없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70분

소요 시간

30～120분

추천 시기

5～12월

실내외

실내(일부 야외)

！

비고

近隣施設

讃州井筒屋敷 TOU-spot001／大窪寺
かき焼 わたなべ KAG-saka001

TOU-spot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area006

SYOUDOSHIMA ONSENKYOU【Kagawa】No,1
관광지

쇼도시마 온천향

エリアシート 小豆島温泉郷

바다를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온천을

세토 내해 위에 떠 있는 쇼도시마 섬. 바다가 사방으로 펼쳐져 있으며 1년 내내 온화한 기후를 타고 난 리조트 천국입니
다. '24개의 눈동자 영화 마을'을 비롯해 '칸카케이 계곡', '올리브 공원' 등 관광 명소가 많아 보통 하루 이상 머물고 가시
는 분들이 많습니다. 숙소로는 온천이 딸려 있는 호텔이나 전통 료칸이 단연 인기. 지붕없는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길 수 있
는 '노천탕'과 실내 '대중 목욕탕'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샴푸, 비누, 헤어드라이기, 빗 등이 갖춰져 있으므로 편하게 이용
하실 수 있습니다(무료). 당일 여행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도 있으니 편하게 들러 주시기 바랍니다.

1

쇼도시마 국제 호텔 (小豆島国際ホテル)

파도가 찰싹이는 해변에 설치된 노천탕, '올리브노유'가 인기
입니다. 위층에는 노천탕이 구비된 객실 '이그젝큐티브 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리조트 호텔 올리비앙 쇼도시마 (リゾートホテルオリビアン小豆島)

'노을이 아름다운 숙소, 전국 베스트 3'에 선정된 호텔. 노천
탕에서 바라보는 석양은 그야말로 감동입니다. 매끄러운 물
에 몸을 담그면 피부 미용 효과 만점!

3

小豆郡土庄町甲24-67
TEL.0879-62-211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小豆郡土庄町屋形崎甲63-1
TEL.0879-65-2311
체크인 14：30
체크아웃 11：00

베이 리조트 호텔 쇼도시마 (ベイリゾートホテル小豆島)

최상층 12층에 마련된 전망 욕탕. 앞과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밖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머
리 위로 탁 트인 하늘은 밤이 되면 별천지로 바뀌어 달빛 아
래에서 목욕할 수 있습니다.

小豆郡小豆島町古江乙16-3
TEL.0879-82-500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area006

SYOUDOSHIMA ONSENKYOU【Kagawa】No,2
관광지

쇼도시마 온천향

바다를 내려다보며 여유롭게 온천을

4

오션뷰가 멋진 텐쿠

エリアシート 小豆島温泉郷

호텔 카이로 (天空ホテル海廬)

섬의 고지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노천탕을 즐기실 수 있는
최고의 온천(대중탕도 있음). 수질 또한 미네랄이 풍부하여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関連情報

香川県小豆郡土庄町甲1135
TEL.0879-62-143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寒霞渓 SYO-spot001／なかぶ庵 KAG-some002／小豆島オリーブ公園 SYO-spot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YO-spot001
KANKAKEI 【Shodoshima】

寒霞渓
小豆郡小豆島町神懸通乙168
0879-82-2171（寒霞渓ロープウェイ）
http://www.kankakei.co.jp/

칸카케이 계곡
200만 년의 긴 세월이 만들어낸 절경. 일본 3대 계곡!

소개

지도 안내

쇼도시마 섬 중심부에 위치한 일본 3대 계곡미
로 꼽히는 계곡입니다. 화산 활동에 의해 생겨난
이곳은 지각 변동과 비바람에 침식되어 만들어
진, 그야말로 긴 세월이 만든 작품입니다. 깎아지
듯 가파른 절벽은 역동적인 경치를 선사합니다.
봄에는 신록, 여름에는 짙푸른 녹음, 가을에는
절경의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볼거리입니다. 연
중 일본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특히,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환상적인 절경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룹니다.
전망대에는 식당과 매점이 있어 맛있는 식사와
함께 멋진 풍경을 한번에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곳만의 올리브 소 고로케 버거와 올리브 아이
스크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로프웨이를 타고 천
공에서 이 멋진 전경을 만끽하세요.

위도34.515588

이용 안내
경도 134.300656
계곡 방문 시간 제한 없음. 로프웨이: 8：30
～17：00（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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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칸카케이 로프웨이(왕복 요금): 어른 1350엔,
어린이 680엔. 온라인 예매 시, 할인.

도노쇼 항
다카마츠 항에서 고속선으로 약 35분(페
리로는 60분) 이동해 항구에 도착 후, 차
로 약 30분.
혹은 쇼도시마 각 항구에서 차로 약 30
분.

200대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로프웨이 산정상 주차장- 휠체어 출
입 가능, 코운(紅雲)역)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近隣施設

道の駅 小豆島オリーブ公園 SYO-spot002／リストランテ フリュウ KAG-ital002／
ヤマロク醤油 SYO-spot007

Wifi／코운(紅雲)역 부근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한국어, 대만어)

소요 시간

약 40～120분

추천 시기

연중, 특히 가을 추천

실내외

야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YO-spot002
MICHINOEKI SHODOSHIMA ORIBU KOUEN 【Shodoshima】

휴게소

道の駅 小豆島オリーブ公園
小豆郡小豆島町西村甲1941-1
0879-82-2200
http://www.olive-pk.jp/

쇼도시마 올리브 공원

일본의 지중해, 그리스 풍의 올리브 공원

소개

지도 안내

마치 그리스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세
토 내해를 바라보는 언덕 위 올리브 공원. 널찍한
원내에서는 약 2000개의 올리브 나무와 약 130
종류의 허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브 공예관
(ハーブクラフト館)에서는 허브를 사용하여 방
향제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브 숍 코리코'에서는 다양한 허브 상품을 구매
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 기념관'에는 올리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과 더불어 다양한 허브 상품도 구매할
수 있어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
다.
쇼도시마 섬은 그리스·밀로스 섬과 자매 체결을
맺어 그 우호의 증거들을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
니다. '그리스 풍차'와 고대 그리스식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의 광장(후레아이 히로바)', 천
연 온천 '상・올리브 온천' 등 꼭 방문해 보세요.

위도 34.472875

이용 안내
경도 134.273684
원내 관람 자유, 올리브 기념관 8：30～
17：00, 온천 12：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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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온천은 수요일）

오시는 길
쿠사카베 항

무료

다카마츠 항에서 페리로 약 60분. 쿠사카
베 항에서 차로 약 4분(도노쇼 행 버스로
약 4분, 올리브코엔구치(オリーブ公園
口)에서 도보 약 5분)

200대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공원 내, 시설 내/ 휠체어 출입 가능)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있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
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近隣施設

寒霞渓 SYO-spot001／つくだに屋さん 2号店 KAG-take001／ハーブカフェ オリヴァ
ス KAG-cafe005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한국어, 영어, 중국
어- 번체 ※ HP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
다.）

소요 시간

60～120분

추천 시기

10월 중순～11월

실내외

야외 (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YO-spot003
ENJERU ROUDO 【Shodoshima】

エンジェルロード

엔젤로드

小豆郡土庄町銀波浦
0879-62-7004（土庄町商工観光課）
http://www.town.tonosho.kagawa.jp/kanko/

천사의 바닷길

소개

지도 안내

소중한 사람과 손을 잡고 걸으면 소원이 이
뤄진다는 '신비의 길'. 하루에 2번 썰물 때만
나타나는 바닷길입니다. 이 때 천사가 내려
온다고 해서 그 이름도 '엔젤 로드'. 전국에
서 프로포즈 명소로도 꼽힌 적이 있는 연애
의 성지입니다.
근처 매점에서는 소원을 적을 수 있는 팻말
(일본어: 에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리
브, 소면과 같은 쇼도시마 섬의 명물도 있습
니다.
이 길은 쇼도시마에 인접한 벤텐지마 섬에
서부터 4개의 섬을 이어주어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이 듭니다.

위도34.478495

이용 안내
관람 시간 자유
(단, 최대 간만의 차는 홈페이지 참조)

경도134.18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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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도노쇼 항

무료

다카마츠 항에서 고속선을 타고 약 35분
(페리로는 60분) 이동해 항구에 도착 후,
차로 약 5분 혹은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
로는 약 10분.

있음
※ 대형 버스 주차 가능(4대)

주차장 내 매점에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있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近隣施設

café de MeiPAM KAG-cafe004／おおみねのうどん屋さん KAG-udon005／東洋オリ
ーブ KAG-food003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영어, 중국어, 대
만어), 안내 표지판(영어)

소요 시간

약 30분

추천 시기

연중

실내외

야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YO-spot004
NAKAYAMA SENMAIDA 【Shodoshima】

中山千枚田

논밭 나카야마 센마이다

小豆郡小豆島町中山
0879-82-1775（小豆島観光協会）
http://shodoshima.or.jp/

800여 개의 계단식 논밭이 이루는 장관

소개

지도 안내

겹겹이 펼쳐진 아름다운 논밭. '천 개의 논밭'이
란 의미로 '센마이다(千枚田)'라고 불리기도 합니
다. 이곳, 쇼도시마의 중심부 '나카야마'는 산 중
턱에 펼쳐진 옛 모습 그대로의 전원 풍경으로 경
사지를 이용한 벼 농사를 하는 땅입니다.
풍부한 대자연 속에 경사진 논밭에서 모내기, 벼
베기 등 1년에 걸쳐 다양한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아카데미상 수상 영화 '팔일째 매미'의 촬영
지가 되기도 했으며, 이것을 계기로 약 300년 전
부터 내려오는 전통 행사 '무시오쿠리 벌레 쫓기'
가 다시 부활하였습니다. 매년 여름 무렵에는 등
불을 들고 논밭을 걸으며 벌레를 쫓고 풍년을 기
원하는 행사입니다.

위도 34.505817

이용 안내
경도 134.242069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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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무료

오시는 길
이케다 항・도노쇼 항
이케다 항: 다카마츠 항에서 이케타 행 페리로
약 60분 이동해 이케다 항에서 차로 약 15분.
도노쇼 항: 다카마츠 항에서 고속선으로 약 35
분(페리로는 60분) 이동해 도노쇼 항에서 차
또는 쇼도시마 버스로 약 20분.(버스 정류장:
카스가진자마에(春日神社前)에 하차 후 바로)

있음

있음(인접한 나카야마카스가 신사 내)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지 약 45분 이동해 하
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쇼도시마 관광협
회 '나카야마 산책 맵'): 영어, 중국어, 쇼도
시마 관광협회 홈페이지: 영어

소요 시간

15～30분

추천 시기

4월 하순～9월 하순

실내외

실외

비고

近隣施設

東洋オリーブ KAG-food003／寒霞渓 SYO-spot001／道の駅 小豆島オリーブ公園 SYO-spot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YO-spot005
NIJUUSHI NO HITOMI EIGAMURA 【Shodoshima】

二十四の瞳映画村
小豆郡小豆島町田浦甲931
0879-82-2455
http://www.24hitomi.or.jp/

24개의 눈동자 영화 마을
일본 영화계의 명작. 영화 마을을 방문해 보세요

소개

지도 안내

제2차 세계 대전, 전쟁의 비극과 함께 한 여교사
와 12명의 학생들간의 사랑을 그린 명작. 당시의
마을을 세트장으로 리모델링하여 재현하고 있습
니다.(영화 1987년 개봉)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생생한 향수를 자아냅니다.
촬영의 무대가 됐던 목조 건물 학교 '미사키노 분
교장(岬の分教場)'과 영화 원작의 작가를 소개하
는 '츠보이사카 문학관(壺井栄文学館)', 영화를
상시상영하고 있는 '영화관(ギャラリー松竹座映
画館)'. 그뿐 아니라 1950년대 영화 명작을 소개
하는 곳과 주연 여배우(다카미네 히데코, 高峰秀
子) 갤러리 그리고 BookCafé까지 영화와 관련한
것은 모두 자리하고 있습니다.
'치리링야(チリリン屋)' 숍에서는 다양한 제작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쇼도시마 섬의 명물 '간
장 아이스크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예상보다 훨
씬 맛있어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위도34.445418

이용 안내
경도134.285184

9：00～17：00
(11월: 8：3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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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어른（중학생 이상）750엔, 어린이（초등학생）350엔
※ 촬영 무대가 됐던 '미사키노 분교장(岬の分教場)'은
별도 요금.
20명 이상 단체객은 할인・인터넷 예매 시 할인.

오시는 길
사카테 항・쿠사카베 항
사카테 항: 다카마츠 항에서 사카테 행 페리를 타고 약
70분 이동해 사카테 항에서 차로 약 13분.
쿠사카베 항: 다카마츠 항에서 쿠사카베 행 페리를 타고
약 60분 이동해 쿠사카베 항에서 차로 약 25분.

있음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
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Free Wifi：있음

외국어 서비스: 맵(영어, 중국어),
홈페이지(일부 영어)

近隣施設

マルキン醤油記念館 SYO-spot006／なかぶ庵 KAG-some002
小豆島つくだ煮の駅 瀬戸よ志 KAG-food002

소요 시간

60～9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일부 야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YO-spot006
MARUKIN SHOUYU KINENKAN【Shodoshima】

マルキン醤油記念館

마루킨 간장 기념관

小豆郡小豆島町苗羽甲1850
0879-82-0047
http://moritakk.com/know_enjoy/shoyukan/

전통 간장의 비밀을 밝히다

소개

지도 안내

실제 간장을 만드는 제조장 옆에 자리한 쇼도시
마의 명물, 간장 기념관. 건축은 일본의 전통 건
축 양식 '갓쇼즈쿠리(합장형)'로 국가유형문화재
입니다.
간장 제조의 역사와 옛날 전통 제조 공정을 소개
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되었던 거대한 통으로
만든 '오케 터널'을 지나면 오래된 도구들이 가득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간장을 짜내는 도구인 '
압착기'나 '누룩 실(코지무로)'도 있어 간장의 실
제 제조 과정을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지 내의 물산관에서 판매하는 명물 '간장 아이
스크림'은 달콤하면서 고소한 일본 특유의 디저
트로 인기가 많습니다.

위도34.486319

이용 안내
9：00～16：00 ※7월 20일～8월 31일,
10월 16일～11월 30일은 16：30까지

경도134.320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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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5일, 연말연시 외 비정기휴일
※ 1월 4일～2월 말까지 평일은
예약할 경우에 한해 개관.

오시는 길
어른 210엔, 어린이 100엔
※ 15명 이상 단체객은 할인

사카테 항・쿠사카베 항
사카테 항: 다카마츠 항에서 사카테 행 페리를 타고 약
70분 이동해 사카테 항에서 택시로 약 3분.
쿠사카베 항: 다카마츠 항에서 쿠사카베 행 페리를 타
고 약 60분 이동해 쿠사카베 항에서 택시로 약 10분.

있음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동
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홈페이지(일부 영어)

近隣施設

二十四の瞳映画村 SYO-spot005／なかぶ庵 KAG-some002
小豆島つくだ煮の駅 瀬戸よ志 KAG-food002

소요시간

30～90분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일부 야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YO-spot007
YAMAROKU SHOUYU 【Shodoshima】

ヤマロク醤油
小豆郡小豆島町安田甲1607
0879-82-0666
http://yama-roku.net/

야마로쿠 간장
이색 간장 디저트를 맛보세요

소개

지도 안내

옛 제조법을 따르며 삼나무로 만든 큰 통에서 만
드는 간장 제조업체, 야마로쿠 간장.
실제 간장을 만들고 있는 '모로미쿠라' 건물은
100년 이상 전에 지어져 국가유형문화재로도 지
정되어 있습니다.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바닥
과 일본의 전통 공법으로 만들어진 흙벽이 오랜
세월을 느끼게 합니다. 간장 제조 과정을 견학하
실 수도 있습니다.
오픈 카페 '야마로쿠 카페'도 있습니다. 명물 간
장 푸딩과 음료, 겨울 한정 찰떡과 여름 한정 간장
소스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색 메뉴를 드실 수 있
습니다.
단, 간장 제조 시에는 천연의 균을 사용하므로 균
을 포함한 음식(낫토 등)을 먹은 후에는 견학할
수 없습니다.

위도34.486319

이용 안내
경도 134.320891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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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무료

쿠사카베 항
다카마츠 항에서 쿠사카베 행 페리를 타
고 약 60분 이동해 쿠사카베 항에서 차로
약 5분.

있음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없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
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近隣施設

외국어 서비스: 없음

소요시간

15～30분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일부 야외)

なかぶ庵 KAG-some002／小豆島つくだ煮の駅 瀬戸よ志 KAG-food002／リストランテ フリュウ KAG-ital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1
SETOOOHASHI KINEN KOUEN 【Sakaide】

瀬戸大橋記念公園

세토 대교 기념공원

坂出市番の洲緑町6-13
0877-45-2344
http://www.setoohhashi.com/

장대한 세토 대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소개

지도 안내

세계 최대, 도로 철도 겸 다리인 세토 대교의 기
념 박람회 부지를 재정비하여 대규모 공원으로 만
든 '기념 공원'. 이곳에서는 장대한 가교 공사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넓은 부지에는 탁 트인 잔디 광장과 세련된 조형
기구들이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다리를
본뜬 '물의 회랑' 분수대는 뛰어난 아름다움을 자
랑하고 있습니다. 구기장과 타깃 버드 골프장도
있어 스포츠 팬들에게 인기가 있는 명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거대한 돌상은 세계적인
조각가 나가레 마사유키(流政之)의 '도깨비 병풍'
입니다. 마치 터널같은 폭포 속으로 지나갈 수 있
어 박진감 넘치면서도 자연 속에 몸과 마음을 맡
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조형물입니다.(폭 50m)
근처에는 '카가와 현립 히가시야마 카이이 세토
우치 미술관'과 108m높이에서 세토 내해를 조망
할 수 있는 '세토 대교 타워'가 있습니다. 자연 바
다와 인공 가교의 웅장한 조화를 느껴 보세요.

위도34.352725

이용 안내
경도 133.826107

공원은 관람 시간 자유.
세토대교 기념관은 9：00～17：00
(입장은 1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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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12월 29~31일

오시는 길

무료

JR사카이데(坂出)역
약 450대
※ 17：30 폐쇄（하절기는 19：30）／
대형 버스 주차 가능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쾌속 마린라이
너를 타고 약 15분 이동해 JR사카이데 역
에서 하차 후,
차 또는 시영 버스로 약 20분.

있음(공원, 기념관 내)

사카이데IC
사카이데IC에서 차로 약 20분.

Free Wifi：있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부)

리무진 있음.
공항에서 리무진으로 JR사카이데 역까지
약 50분 이동해 하차 후, 차나 시영 버스
로 약 20분.
소요시간

30～120분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기념관은 실내）

비고

ヤマダ電機 テックランド 坂出店 KAG-elec002／和食ダイニングB-Dine KAG-dini003／Grandpath KAG-spor002

近隣施設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2
SOUHONZAN ZENTSUJI 【Zentsuji】

総本山善通寺

총본산 젠츠지 절

善通寺市善通寺町3-3-1
0877-62-0111
http://www.zentsuji.com/

일본 대표 승려, 홍법대사의 탄생지

소개

지도 안내

교토의 토지 절(東寺), 와카야마의 고야산과 함
께 불교 진언종의 핵심적인 절. 널리 이름이 알려
진 고승 '홍법 대사(구카이)'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시코쿠 88개 사찰(※ 모두 돌면 소원이 이뤄진
다고 하는88개 절)의 75번째 절로 수많은 순례
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약 45000㎡의
넓은 경내는 동원과 서원으로 나뉘는데, 동원에
는 높이 43m의 목조 오층 탑이 있어 일본의 불
교 건축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원의 '보물관'에는 국보·금동석장두(※
승려가 수행 길에 가지고 다니는 도구)를 비롯해
귀중한 문화재가 약 2만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위도 34.225290

이용 안내
경도 133.774029

경내 관람 자유
（보물관 8：00～16：30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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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JR젠츠지(善通寺)역

보물관 어른（고등학생 이상）500엔, 어린
이（초・중학생）300엔
※ 20명 이상 단체객은 20% 할인.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JR마루가메(丸亀)역까지 요
산 선(予讃線) 쾌속을 타고 약 30분 이동해 도산 선(土
讃線) 특급으로 환승 후 10분 더 이동해 JR젠츠지 역
에서 하차 후 차로 약 3분.

유료 주차장 있음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젠츠지IC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10분.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영어, 중국어간체・번체)

다카마츠 공항에서 약 50분.

近隣施設

長田in香の香 KAG-udon003／偕行社かふぇ KAG-cafe003
精進フレンチ ル ペイザン KAG-ital001

소요시간

30～6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3
NYU REOMA WARUDO 【Marugame】

ニューレオマワールド

뉴 레오마 월드

丸亀市綾歌町栗熊西40-1
0877-86-1071
http://www.newreomaworld.com/

아이, 어른 누구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소개

지도 안내

아이들은 물론 아빠 엄마도 좋아할 만한 레저시설
도 다양하게 준비된 서일본 최대급 놀이 공원. 놀이
기구는 직경 50m 대관람차와 지상 59m에서 공중
회전하는 롤러코스터 등 23개. 귀여운 캐릭터와 화
려한 퍼레이드, 쇼는 아이들에게 인기만점.
천연 온천과 실내 수영장(금·토·일, 공휴일만 영
업)을 즐길 수 있는 호텔 '레오마노 모리'가 바로 옆
에 있어 한가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실내외 수영장과 어린이 수영장이 개장
하며 특히 야외 수영장은 파도 풀장이 완비되어 있
습니다.
봄가을에는 세계 각국 약 140품종의 '세계 장미전'
이 열립니다. 365일 연중무휴 밤이 되면 150만개의
불빛으로 라이트업을 하고 있으며 3D 레이저 쇼로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꿈의 나라로 오세요!

위도 34.212710

이용 안내
경도 133.879356
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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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어른（중학생 이상）1600엔, 어린이（3
세～초등학생）1100엔, 2세 이하 무료 ※ 자
유 이용권（입장＋놀이기구 이용）어른3900
엔, 어린이 3400엔

오시는 길
JR사카이데(坂出)역・코토덴 오카다(岡田)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線)으로 JR사카
이데 역까지 15분 이동해 택시로 약 30분.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에서 코토히라 선
((琴平線)으로 약 50분 이동해 코토덴 오카다 역에서
하차 후, 택시로 약 5분.

무료 4100대, 유료 350대
（1일 1000엔）

있음

사카이데IC・젠츠지IC
Free Wifi：호텔 레오마노모리 4,5층에 있
음

사카이데IC・젠츠지IC에서 차로 약 25
분.

외국어 서비스: 안내 표지판(중국어, 호텔
레오마노모리 관내)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近隣施設

道の駅 滝宮 KAG-take002／小縣家 KAG-udon004

소요시간

종일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외 모두 있음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4
KOKUEI SANUKI MANNOU KOUEN 【Mannou】

국영

国営讃岐まんのう公園
仲多度郡まんのう町吉野4243-12
0877-79-1700

사누키 만노 공원

http://www.mannoukouen.go.jp/

사계절 꽃이 아름다운 자연 명소

소개

지도 안내

일본 최대의 저수지(농업 용수 저장지), 만노이
케에 인접한 국영 공원.
거대 인공 폭포를 비롯해 죽순, 표고 버섯을 재
배하는 숲, 계절마다 꽃이 피는 언덕, 사이클링
코스, 자연 생태공원, 오토 캠핑장 등 자연의 매
력을 활용한 다양한 흥미진진한 볼거리가 다양하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자연 속에서 레저를 즐
기시고 싶은 분들은 꼭 방문해야 할 곳. 이곳에
용이 산다는 전설이 전해져 용 캐릭터가 있습니
다.
봄에는 수선화, 튤립이 만발하는 '봄 축제'가 열
리며 겨울에는 아름다운 일루미네이션이 수놓는
'윈터 판타지'도 개최합니다. 사계절 내내 역동적
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도 34.166958

이용 안내
경도 133.882460

9：30～17：00
(계절에 따라 변동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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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수요일이
휴무）
12월 29일～31일, 1월 4째주 수,목,금 3일간
※3월 20일～5월 31일, 7월 20일～8월 31일, 9월 11일
～10월 31일은 무휴

오시는 길
JR코라히라(琴平)역・코토덴 오카다(岡田)역

어른（15세 이상）410엔, 어린이 （초・중학
생）80엔, 65세 이상 210엔
※ 20명 이상 단체객은 할인됨

JR코토히라 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
서 요산 선(予讃線)으로 64분 이동해,
JR코라히라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15
분.
코토덴 오카다 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
(高松築港)역에서 코토히라 선(琴平線)
으로 코토덴 오카다 역까지 약 50분 이
동해, 하차 후 차로 약 15분.

유료 주차장（중형 310엔, 대형 1030엔）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

젠츠지IC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25분.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영어, 중국어, 한국어. 단, 일부)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코토히라 역까지 약 40분 이
동해 하차 후 차로 약 15분.

近隣施設

소요시간

120분～종일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

小縣家 KAG-udon004／金刀比羅宮 KOT-spot001／さぬき名物骨付鳥 田中屋
KAG-hone002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5
MARUGAMESHI INOKUMA GENICHIROU GENDAI BIJUTSUKAN【Marugame】

마루가메시

丸亀市猪熊弦一郎現代美術館

이노쿠마 겐이치로 현대미술관

丸亀市浜町80-1
TEL 0877-24-7755
http://mimoca.org

일본을 대표하는 이노쿠마 화백의 작품

소개

지도 안내

카가와 현 출신, 국제적 화가 이노쿠마 겐이치로
(1902-1993)의 작품 약 2만점을 소장한 미술
관.
건물은 다니구치 요시오가 설계. '세계에서 가
장 아름다운 미술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
고, 2004년에 뉴욕의 근대 미술관을 디자인한 건
축가 다니치가 디자인하였습니다. 역전 광장 앞
에는 작가 본인이 직접 제작한 큰 조형 예술품도
있습니다.
이노쿠마 겐이치로는 마루가메 시 마루가메 고
등 학교를 졸업. 프랑스에서 앙리 마티스에서 공
부를 하고, 귀국 후 일본을 대표하는 백화점 미츠
코시의 포장지를 디자인하는 등 활약. 그 후 뉴욕
에서 약 20년 동안 활동하였습니다.
뮤지엄 숍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카페 MIMOCA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위도 34.291268

이용 안내
경도133.792020

10:00～18:00（입관 마감17:30）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스마트폰 등)를 사용하여 위도, 경도
를 입력하시면, MAP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월 25일～12월 31일（※ 전시 교체 시간에는 임시 휴관하
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시는 길

상설전: 일반300엔, 대학생 200엔, 고등학
생 이하 무료

JR마루가메(丸亀)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線) 쾌속을 타
고 약 30분 이동해, JR마루가메 역 남쪽 출구에서 도보
로 바로.

없음
※ 주변에 JR마루가메 역 앞 지하주차장 및 ・관람
시 접수 창구에 주차권을 제시하시면 2시간 무료
주차 가능. 대형 버스 및 마을 버스는 미술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0877-24-7755

젠츠지IC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15분.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없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마루가메 방면 리무진을 타고 JR마루가메 역
까지 약 75분 이동해 남쪽 출구에서 도보로 바로.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한국어, 영어),
홈페이지(영어)

近隣施設

丸亀城 CHU-spot007／ドン・キホーテ 丸亀店 KAG-depa004
オークラホテル丸亀 KAG-viki003

소요시간

30～120분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6
NAKATSU BANSHOUEN 【Marugame】

中津万象園

丸亀市中津町24-1
0877-23-6326
http://www.bansyouen.com/

나카츠반쇼엔 정원
에도 시대의 번영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일본 정원

소개

지도 안내

1688년에 만들어진 지방 호족의 정원으로 다이
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지방의 유력한 무
가의 무사들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 만든 인공 정
원으로 화려한 경관이 매력적입니다.
드넓은 정원에는 일본 최대 호수·비와코를 본뜬
연못과 8개의 섬, 그리고 아치형 다리들이 운치
있는 정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공원의 상징인 붉
은 다리는 그 화려함을 더해줍니다.
병설시설 '마루가메 미술관'에는 프랑스 화가의
작품을 모은 '회화관'과 기원전 페르시아 도기를
모인 '도기관' 그리고 '이벤트 관'이 마련되어 있
습니다.
부근에 위치한 일본 요리점 '카이후테이(懐風
亭)에서는 저녁 라이트 업된 아름다운 정원을 바
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위도 34.285803

이용 안내
경도 133.769232

9：30～17：00
(입장 마감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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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일

어른 700엔, 고・대학생 500엔,
초・중학생300엔

오시는 길
JR마루가메(丸亀)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
線) 쾌속으로 약 30분 이동해, JR마루가
메 역에서 차로 약 10분.

100대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사카이데IC
있음

사카이데IC에서 차로 약 20분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마루가메 역까지
약 70분 이동 후, 차로 약 10분.

近隣施設

丸亀市猪熊弦一郎現代美術館 CHU-spot005／懐風亭 KAG-kais002／海鮮うまいも
んや浜海道 多度津本店 KAG-izak002

외국어 서비스: 안내 표지판(영어)

소요시간

30～90분

추천 시기

연중

실내외

야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7
MARUGAME JOU 【Marugame】

丸亀城

마루가메 성

丸亀市一番丁
0877-22-0331（丸亀市観光協会）
http://www.city.marugame.kagawa.lg.jp

백색 천수각이 자랑인 아름답고 단아한 성

소개

지도 안내

마치 부채를 펼쳐놓은 듯 아름다운 석벽의 마루
가메 성. 천수각을 향하여 쌓아 올려진 약 60m
돌 벽은 일본 제일의 높이로 우아한 곡선을 그리
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 400년 전에 세워진 이성
은 전국에서도 드문 목조 천수각으로 중요 문화
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성 100선'에도 선정되었으며 세계에도 자
랑하는 문화 유산입니다.
천수각 입장은 유료. 하지만 자유로이 드나드실
수 있는 성 내에서 산책을 즐기기 위해 찾아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봄에는 약 1200개의 벚꽃이 만발하며 매년 5월
3, 4일에 개최되는 '마루가메 성 축제'에는 다양
한 행사와 길거리 포장 마차(야타이)로 성황을
이룹니다.

위도 34.286571

이용 안내
경도 133.800022

천수각: 9：00～16：30
(입장 마감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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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어른 200엔, 어린이（초・중학생）100엔
※ 천수각 이용 요금／20명 이상 단체객은
20% 할인

JR마루가메(丸亀)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
線) 쾌속을 타고 약 30분 이동해 JR마루
가메 역에서 하차 후, 도보 15분.

50대
※ 개장 7：00～17：00（4～9월 6：00～
19：00）／대형 버스는 마루가메 성 북쪽
에 5대 주차 가능

젠츠지IC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10분.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영어), 마루가메
시 관광 지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번체)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마루가메 역까지 약 75분 이
동해 도보 15분.

近隣施設

丸亀市猪熊弦一郎現代美術館 CHU-spot005／ドン・キホーテ 丸亀店 KAG-depa004
／うちわ工房 竹 KAG-dent003

소요 시간

30～6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CHU-spot008
UTAZU RINKAI KOUEN 【Utazu】

うたづ臨海公園

우타즈 임해공원

綾歌郡宇多津町浜一番丁4
0877-49-0860
http://www.uplaza-utazu.jp/

세련된 조형물과 카페가 운치있는 바닷가 공원

소개

지도 안내

세토 내해에 접한 잘 가꾸어진 공원. 바
다가 보이는 멋진 전망 속에 컬러풀하면
서 독특한 조형물들과 뛰어다닐 수 있는
잔디 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 레스토
랑이 있어 여유롭게 운치있는 시간을 보
낼 수 있습니다. FM 위성 스튜디오와 다
목적 홀 등을 갖춘 '우타즈 우미호타루'시
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뻗은 산책길에서는 역동
적인 세토 대교와 바다 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오가는 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노을 무렵에는 온 세
상이 온통 아름다운 붉은 색으로 물들어
석양의 명소로 꼽힙니다.
프로포즈하기에 제격인 국내 로맨틱 장
소로 선정되어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입
니다.

위도 34.313358

시설 안내
경도 133.807843

자유
우타즈 우미호타루 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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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우타즈 우미호타루: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오시는 길
무료(일부 유료)

JR우타즈(宇多津)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
(予讃線) 쾌속(快速)으로 약 25분
이동해, JR우타즈 역에서 하차 후
남쪽 출구에서 도보 5분.

250대
※22：00～7：00폐쇄（서부 주차장: 매일, 동부
주차장: 금～일・공휴일・휴일 전날）／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사카이데IC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사카이데IC에서 차로 약 10분.

Free Wifi：있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60분.

近隣施設

Grandpath KAG-spor002／和食ダイニングB-Dine KAG-dini003／インド料理
KHANA PEENA KAG-yous005

소요시간

30～9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area005

KONPIRA ONSENKYOU【Kagawa】No,1

관광지

エリアシート こんぴら温泉郷

콘피라 온천향

琴平町観光協会
http://www.kotohirakankou.jp/navi/entry-37.html

역사 있는 온천 마을

콘피라 온천 마을은 코토히라 궁(바다의 신을 모신 신사. '콘피라상'라는 애칭으로 불림)으로 번창했던 코토히라 초에 위
치하고 있습니다.
온천 료칸 및 호텔이 다수 들어서 있으며 가족이 함께 이용 가능한 대형 호텔에서 고급 료칸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노천탕은 물론 자신만의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전세 목욕탕(카시키리)'이 인기가 높습니다. 혼자만의 여유로운 공간에서
여행의 피로를 잠시 달래보는 것은 어떨까요.
더불어 고토히라 궁을 중심으로 선물 가게, 음식점 그리고 족욕탕이 늘어서 있어 일본의 옛 숨결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1

코토히라온천

코토산카쿠 (ことひら温泉琴参閣)

일본 전통 정원 속에 놓인 노천탕과 전망 노천탕을 보유. 남녀
6종류의 탕을 완비한 시코쿠 최대급의 대중탕을 자랑합니다.

2

유모토 콘피라 온천

하나노유 코바이테이(湯元こんぴら温泉華の湯紅梅亭)

노천탕이 구비된 객실에서 여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가실 수 있
는 고급스런 온천 료칸. 노천탕은 물론 장미를 띄운 꽃 탕까지
있습니다. 조금 색다른 이곳에서 우아한 시간을 보내는 건 어떨
까요.

3

코토히라 그랜드 호텔

仲多度郡琴平町685-11
TEL.0877-75-1000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仲多度郡琴平町556-1
TEL.0877-75-1111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사쿠라노쇼 (琴平グランドホテル桜の抄)

코토히라 궁으로 오르는 22번째 돌계단에 위치한 온천 호텔.
남자 노천탕에서는 코토히라 궁의 대문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장미 꽃을 띄운 여성용 꽃 노천탕도 있습니다.

仲多度郡琴平町977-1
TEL.0877-75-3218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area005

KONPIRA ONSENKYOU【Kagawa】No,2

エリアシート こんぴら温泉郷
」

관광지

콘피라 온천향

琴平町観光協会
http://www.kotohirakankou.jp/navi/entry-37.html

역사있는 온천 마을

4

코토히라 카단 (琴平花壇)

일본 전통식과 근대식 건축 양식이 어우러진 '정원이 아름다운
곳'. 남녀 노천탕 모두 대나무 숲에 둘러싸인 독특한 매력을 선
사합니다.

関連情報

仲多度郡琴平町1241-5
TEL.0877-75-3232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金刀比羅宮 KOT-spot001／神椿 KAG-cafe002／旧金毘羅大芝居「金丸座」 KOT-spot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OT-spot001
KOTOHIRA GUU 【Kotohira】

金刀比羅宮

코토히라 궁

仲多度郡琴平町892-1
0877-75-2121
http://www.konpira.or.jp

일본 유명 신사

소개

지도 안내

'콘피라상'이라는 귀여운 애칭을 가진 신사인만
큼 이곳 사람들에게 친근한 곳.
1368개의 긴 계단이 늘어서 있고 그 주변에는 기
념품 가게, 찻집, 우동집이 옛스럽게 늘어서 있습
니다. 긴 돌계단이 힘들다면 대나무 지팡이를 빌
려 오르거나 아예 가마를 타고 일부분까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반쯤 오르면 보이는 '본궁'에는 농업·의약
·해상의 수호신이 모셔져 있어 축제 때는 이곳에
서 전통적인 의상을 입은 신녀들의 춤도 볼 수 있
습니다. 더불어 노란 '행복 부적'도 구매할 수 있습
니다.
하지만 계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처가 주
는 복을 구하기 위해 '이즈타마신자' 신사까지 오
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은 해발 421m로, 경치
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위도34.183997

이용 안내
경도 133.809404

박물관 8:30～17:00
(입장 마감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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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참배: 무료, 박물관은 상설전 입장료: 일반
800엔（전시 내용에 따라 다름）

오시는 길
JR코토히라(琴平) 또는 코토덴 코토히라(琴平) 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도산 선(土讃線)을 타고 약
60분 이동해 JR코토히라 역에서 하차 후, 도보 약 10
분.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에서: 코토히라 선
(長尾線)으로 약 60분 이동해 코토덴 코토히라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5분.

주변에 유료 주차장 있음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
Free Wifi：있음

젠츠지IC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15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소요시간

참배할 경우, 약 60분

추천 시기

봄 가을 겨울

실내외

야외(일부 실내)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코토히라 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도보 약 10분.

비고

ㅔ
近隣施設

旧金比羅大芝居（金丸座） KOT-spot02／ナカノヤ琴平 KAG-take003／CAFE&RESTAURANT 神椿 KAG-cafe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OT-spot02
KYUUKONPIRA OOSHIBAI KANAMARUZA 【Kotohira】

旧金毘羅大芝居

구 콘피라 대극장(카나마루자)

仲多度郡琴平町乙1241
0877-73-3846
http://www.konpirakabuki.jp/

에도 시대 분위기를 그대로

소개

지도 안내

1835년에 세워진 현존하는 일본 최고의 극장으
로 국가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배우가 무대로 나가는 길 '하나미치(花道)', 출연
배우들의 이름이 적힌 판 '마네키카키(まねき書
き)' 그리고 앉아서 관람하는 좌식석 '사지키세키
(桟敷席)' 등이 설치되어 있어 에도 시대의 정경
을 그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03년 대대적인
복원 공사를 시행해 무대에 색종이 가루를 날릴
수 있는 설비와 배우를 공중에 뜨게 하는 고전적
인 장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에도 시대, 이곳으로 참배온 사람들에게 이곳 연
극은 큰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지금도 매년 봄이
면 열리는 연극 '시코쿠 콘피라 가부키 오시바이'
로 성황을 이룹니다. 모든 무대 장치는 사람의 힘
으로 움직이며, 현재도 에도 시대 그대로의 분위
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위도 34.184621

이용 안내
경도 133.818021
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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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무휴
(공연 기간일에는 휴관하는 경우가 있음)
어른500엔, 중・고생300엔, 어린이 200엔
※15명 이상 단체의 경우, 20% 할인

오시는 길
코토덴 코토히라(琴平) 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에서:
코토히라 선(琴平線)으로 약 60분 이동
해 코토덴 코토히라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5분.

없음
※인근 유료 주차장이나
공용 교통 기관을 사용

JR코토히라(琴平) 역에서: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도산 선(土讃線)을 타고 약
60분 이동해 코토덴 코토히라 역에서 하차 후, 도보 약
10분.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안내책자(영어), 안내 표지
판(한국어, 영어, 중국어), 대응(일부 영어)

젠츠지IC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15분

近隣施設

다카마츠 공항

소요 시간

30～60분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코토히라 역까지 약 40분 이
동해 하차 후, 차로 약 5분.

이용 시기

연중

실내외

실내

金刀比羅宮 KOT-spot001／体験コース 中野うどん学校 KAG-tour008／ナカノヤ琴平 KAG-take003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EI-spot001
ZENIGATA SUNAE （KOTOHIKI KOUEN） 【Kanonji】

모래 그림

銭形砂絵（琴弾公園）

観音寺市有明町
0875-23-3933（観音寺市商工観光課）

제니가타 (코토히키 공원)

http://www.city.kanonji.kagawa.jp/

보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대 동전 조형

소개

지도 안내

세토 내해에 접한 해변가 '아리아케하마'에는 흑
소나무가 무성한 약 48ha의 광대한 부지가 있습
니다. 바로 이곳에 코토히키 고원이 있습니다.
백사장의 중앙에 그려진 거대한 '관영통보' 동전
모래 그림이 있습니다. 에도 시대 일본 동전을 표
현하고 있으며, 조형물의 크기는 동서 122m, 남북
90m, 둘레 345m에 달합니다.
1633년 당시 영주를 환영하기 위해 하루만에 제
니가타를 완성했다는 전설과 함께, 이 그림을 보
면 부자가 된다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모래
내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공원 위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예쁜 원형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
다. 코토히키 공원은 아름다운 경치를 전망할 수
있는 명소로, 특히 노을이 지는 무렵과 모래 그림
의 라이트 업 시간(일몰~22:00)에는 환상적입니
다.

위도 34.134143

이용 안내
경도 133.642248
이용 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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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무료

JR간온지(観音寺)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
線) 특급을 타고 50분 이동해 JR간온지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5분.

있음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사누키토요하마IC
사누키토요하마IC에서 차로 약 15분.

Free Wifi：있음(코토히키 공원 종합 커뮤
니티센터 내)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및 안내 표지판
(한국어,영어, 중국어)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75분.

近隣施設

소요 시간

30～9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

豊稔池堰堤 SEI-spot004／ちょうさ会館 SEI-spot003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EI-spot002
SHOUNAI HANTOU 【Mitoyo】

荘内半島
三豊市詫間町
0875-56-5880（三豊市観光協会）

쇼나이 반도

http://www.mitoyo-kanko.com/

아름다운 꽃이 수놓는 바다 위 반도

소개

지도 안내

세토 내해에서 볼록 튀어나와 있는 카가와 현 서
부의 반도. 3면은 바다에 면해 있고 그 가운데에
는 시우데 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산에는 4월이면 벚꽃, 5~6월에는 수국 등이 피
어나 꽃의 명소로 유명합니다. 특히 산 꼭대기 전
망대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석양의 전경은 그야말
로 환상적입니다.
금잔화, 코스모스 등이 심겨진 넓은 꽃밭인 '플
라워 파크 우라시마'도 인기 명소입니다. 5월의
꽃은 특히 아름다우며 '꽃 따기' 축제도 열립니
다. (유료)
쇼나이 반도는 일본 동화 '우라시마 타로'의 주
인공이 태어난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위도34.244705

이용 안내
경도 133.595636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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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무료

JR다쿠마(詫間)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
線) 쾌속을 타고 약 50분 이동해, JR다쿠
마 역에서 하차 후 택시로 약 20분.

약 20대
※ 플라워 파크 우라시마 입구 쪽, 현도 변에 있음.

있음(오하마(大浜), 니로하마 해수욕장(仁
老浜海水浴場) 등 각지에 있음)

사누키토요나카IC
사누키토요나카IC에서 차로 약 30분.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있음（시우데 산 유적관 내）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영어, 중국어)

近隣施設

道の駅 ふれあいパークみの MIC-spot004／はまんど KAG-rame005
海鮮うまいもんや 浜海道 多度津本店 KAG-izak002

소요 시간

60～120분

추천 기간

5월 경, 10～11월 경

실내외

야외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EI-spot003
CHOUSA KAIKAN 【Kanonji】

축제 가마

ちょうさ会館

초사 회관

観音寺市豊浜町姫浜982-1
0875-52-5500
http://www.chohsa.jp/kaikan.htm

일본 축제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자료관

소개

지도 안내

일본 축제에서 한번쯤 보았을 화려한 가마 '다시
(山車)'. 이 지방에서는 '초사' 혹은 '타이코다이
(太鼓台)'로도 불립니다.
간온지 시 주변에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져 내려
오는 초사 축제가 지금도 성대하게 열리고 있습니
다. 이 무거운 초사 가마를 어깨 위로 메고 들썩들
썩 뒤로 올리는 시합도 볼거리.
회관 내에는 초사 축제의 역사를 사진, 그림, 음
성 해설을 통해서 보실 수 있으며 박진감 넘치는
300인치 스크린으로 방영되는 영상을 통해 생생
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마도 전시되어 마치 축제에 온 것처럼 실
제로 북을 치거나 2톤 가마의 무게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가마의 섬세한 조각, 장식과 같은 전통
제작 기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축제 의상인 '핫피'
와 연등도 전시되고 있습니다.

위도34.084541

이용 안내
경도 133.644109

9：30～17：00
(입장은 16：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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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이 휴관)

어른 300엔, 고등학생 250엔, 초・중학생
150엔, 미취학 아동 무료

오시는 길

※ 20명 이상 단체는 50엔 할인(예약제)

JR간온지(観音寺)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線) 특급(特急)을 타
고 약 50분 이동해, JR간온지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15분.

있음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오노하라IC
있음

오노하라IC에서 차로 약 2분.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1시간.
외국어 서비스：안내 책자（영어, 중국어
※ HP에서 다운로드해야 함.）

近隣施設

銭形砂絵（琴弾公園） SEI-spot001／豊稔池堰堤 SEI-spot004

소요 시간

30～6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SEI-spot004
HOUNEN IKE ENTEI 【Kanonji】

豊稔池堰堤

호넨 댐

観音寺市大野原町田野々
0875-23-3943（観音寺市教育部文化振興課）
http://www.city.kanonji.kagawa.jp/

마치 중세 성벽을 보는 듯 중후한 댐

소개

지도 안내

카가와 현 서부 산간에 있는 길이 145.5m, 높이
30.4m의 거대 댐. 국내 초창기의 아치 형태 댐으
로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26
년 착공 이래, 긴 세월의 비바람이 쓸리고 깎여
지금은 마치 중세 유럽의 성을 연상시키는 모습
입니다. 주위 경관과 어우러져 웅장하면서도 아
름다운 운치를 보여줍니다.
현재도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어, 약
500ha의 농업용 저수지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부정기적으로 물을 방류하는 박진감 넘치
는 경관을 보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처
'호넨이케 유수 공원'은 잔디 광장으로 조성돼 댐
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도34.041833

이용 안내
경도 133.684508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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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오시는 길
JR간온지(観音寺)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
線) 특급(特急)을 타고 약 50분 이동해,
JR간온지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20분.

있음

공원 내 있음

오노하라IC
Free Wifi：없음

오노하라IC에서 차로 약 17분.

외국어 서비스: 종합 안내 책자(간온지 시
관광과에 영어판 있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75분.

近隣施設

소요 시간

30～6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

ちょうさ会館 SEI-spot003／銭形砂絵（琴弾公園） SEI-spot001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1
MICHINOEKI SETOOOHASHI KINEN KOUEN 【Sakaide】

휴게소

道の駅 瀬戸大橋記念公園

세토 대교 기념공원

坂出市番の洲緑町6-13
0877-45-2344
http://www.setoohhashi.com/

장대한 세토 대교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곳

소개

지도 안내

세계 최대, 도로 철도겸 다리 세토 대교. 기념 박
람회 부지를 재정비하여 대규모 공원으로 만든
것이 바로 '기념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장대한
가교 공사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탁트인 넓은 잔디 광장과 세련되 조형 기
구들이 다수 놓여져 있으며, 특히 다리를 본뜬 '
물의 회랑' 분수대가 아름답습니다. 구기장과 타
깃 버드 골프장도 있어 스포츠 팬들에게 인기가
있는 명소.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거대한 돌상은 세계적
인 조각가 나가레 마사유키(流政之)의 '도깨비
병풍'입니다. 마치 터널같은 폭포 속으로 지나갈
수 있어 박진감 넘치면서도 자연 속에 몸과 마음
을 맡길 수 있는 흥미진진한 조형물입니다.(폭
50m)
근처에는 '카가와 현립 히가시야마 카이이 세토
우치 미술관'과 108m높이에서 세토 내해를 조망
할 수 있는 '세토 대교 타워'가 있습니다. 자연 바
다와 인공 가교의 웅장한 조화를 느껴 보세요.

위도 34.352725

이용 안내
공원은 제한 시간 없음.
세토대교 기념관은 9：00～17：00
(입관은 16：30까지)

경도 133.8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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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12월 29~31일

오시는 길

무료

JR사카이데(坂出)역
약 450대
※ 17：30 폐쇄（하기는 19：30）／
대형 버스 주차 가능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쾌속 마린라이너(快速マリン
ライナー)를 타고 약 15분 이동해 JR사카이데 역에서
하차 후, 차 또는 시영 버스로 약 20분.

있음(공원, 기념관 내)

사카이데IC
사카이데IC에서 차로 약 20분.

Free Wifi：있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및 홈페이지(영
어, 중국어-간체・번체 일부)

리무진 있음.
공항에서 리무진으로 JR사카이데 역까지
약 50분 이동해 하차 후. 차나 시영 버스
로 약 20분.
소요시간

30～120분

이용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기념관은 실내）

비고

近隣施設

ヤマダ電器テックランド坂出店 KAG-elec002／和食ダイニングB-Dine KAGdini003／Grandpath KAG-spor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2

MICHINOEKI TSUDANOMATSUBARA 【Sanuki】

휴게소

道の駅 津田の松原

츠다노마츠바라

さぬき市津田町津田103-3
0879-42-5520

http://www.sanuki-sa.jp/station/

하얀 모래밭 위 푸른 소나무

소개

지도 안내

'일본 절경 100선'에 선정된 백사청송의 아름다
운 전경지 '츠다노마츠바라'에 위치한 휴게소. 물
산관과 우동집도 병설되어 있습니다.
에도 시대에 방풍림으로 심겨진 흑 소나무가 흰
모래사장과 대조를 이뤄 한층 아름다운 이곳은 '
킨린 공원'으로 현립 공원과 세토내해 국립공원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령 600년이 넘는 노
송들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현내 최대 해수욕장으로 매년 13만명
의 사람들로 붐빈답니다. 특히 이곳에 설치된 2
개의 다리는 왕복할 때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
고 있습니다.
'미아이하시(見逢い橋)'와 데아이하시(出逢い
橋)'라 불리는 붉은 난간의 다리는 '인연·만남'에
영험하며, '네가이하시(願い橋)'와 '카나에하시
(叶え橋)'라는 이름의 두 번째 다리는 '소원성취'
를 기원하는 곳입니다. 뿌리가 이어진 연리지 소
나무 '엔무스비노마츠(縁むすびの松)'와 함께 사
랑을 이뤄주는 파워스팟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
다.

위도 34.285273

이용 안내
해변가는 이용시간 자유.
인포메이션 9：00～17：00
우동은 10：00～15：00

경도 134.25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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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물산관 우동 판매는 1월 1일 휴일）

오시는 길
츠다히가시(津田東)IC
츠다히가시(津田東)IC에서 차로 약 5분.

대형 4대・보통차 75대・
장애인 전용 2대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50분.

있음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近隣情報

大串自然公園 TOU-spot003／道の駅 みろく MIC-spot008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3
MICHINOEKI KOTOHIKI 【Kanonji】

휴게소

道の駅 ことひき

観音寺市有明町
0875-23-3933（観音寺市商工観光課）

코토히키

http://www.city.kanonji.kagawa.jp/

보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거대 동전 모래 그림

소개

지도 안내

세토 내해에 접한 해변가 '아리아케하마'에는 흑
소나무가 서생하는 약 48ha의 광대한 부지, 코토
히키 고원이 있습니다. 그 중앙 백사장 위에는 거
대한 '관영통보' 동전 모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
다. 에도 시대 일본 동전으로 조형물의 크기는 동
서 122m, 남북 90m, 둘레 345m에 달합니다.
1633년 당시 영주를 환영하기위해 하루만에 이
그림을 완성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오며 이 그림을
보면 부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래 안에는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공원 위 전망대에서 바라
보면 예쁜 원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코토히키 공원은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명소로, 특히 노을이 지는 무렵과 모래 그림
의 라이트 업 시간(일몰~22:00)이면 더욱 환상적
입니다.

위도 34.134143

이용 안내
경도 133.642248
이용 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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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무료

JR간온지(観音寺)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
線) 특급(特急)으로 50분 이동해, JR간온
지 역에서 하차 후 차로 약 5분.

있음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사누키토요하마IC
사누키토요하마IC에서 차로 약 15분.

Free Wifi：있음(코토히키 공원 종합 커뮤
니티센터 내)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및 안내 표지판
(한국어,영어, 중국어)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75분.

近隣施設

소요 시간

30～9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

豊稔池堰堤 SEI-spot004／ちょうさ会館 SEI-spot003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4
MICHINOEKI FUREAIPAKU MINO 【Mitoyo】

휴게소

道の駅 ふれあいパークみの

후레아이파크 미노

三豊市三野町大見乙74
0875-72-2601
http://iyadani.sun-age.or.jp/

온천, 유원지, 숙박 시설까지 모두 갖춰진 곳

소개

지도 안내

천연 온천, 수영장, 공원, 숙박 시설까지 갖춘 종
합 시설.(수영복, 수영 모자 지참) 실내에는 온천
수영장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천연 온천인 '다이시노유'에는 백탕, 약탕, 냉탕,
노천탕과 같은 다양한 욕탕이 준비되어 있습니
다.(수질: 알칼리성). 식당과 숙박 시설도 갖추고
있어 연회도 가능합니다. 공원에는 흔들 다리를
비롯한 115m의 롤러 미끄럼틀도 있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물산관에서는 선물이나 야채, 과일 등을 판매하
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재배되는 베리를 사
용한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중독성 있는 새콤한 맛
으로 인기 상품입니다.

위도 34.226349

이용 안내
경도 133.722856
이야다니 온천 ：10:00～23:30, 물산관：
8:30～17:00, 카페：9: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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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무휴
이야다니 온천：2째 주 수요일
(8월, 12월은 무휴)
물산관：무휴
(카페 휴일: 2째 주 수요일을 제외한 수요일)

미토요톳사카ＩＣ
미토요톳사카ＩＣ에서 차로 약 7분.

대형10대・중형 200대・장애인 전용3대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55분.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있음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近隣情報

문신한 경우, 입욕 불가.

はまんど KAG-rame005／焼肉 松坂 国道店 KAG-yaki004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5
MICHINOEKI SHODOSHIMA ORIBU KOUEN 【Shodoshima】

휴게소

道の駅 小豆島オリーブ公園
小豆郡小豆島町西村甲1941-1
0879-82-2200
http://www.olive-pk.jp/

쇼도시마 올리브 공원

일본의 지중해, 그리스같은 풍경 쇼도시마

소개

지도 안내

마치 그리스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세
토 내해를 바라보는 언덕 위 올리브 공원. 널찍한
원내에서는 약 2000개의 올리브 나무와 약 130
종류의 허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허브 공예관
(ハーブクラフト館)에서는 허브를 사용해서 방
향제와 같은 제품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허브 숍 코리코'에서는 다양한 허브 상품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올리브 기념관'에서는 올리브 요리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이과 함께 다양한 허브 상품도 판
매하고 있어 식사와 쇼핑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쇼도시마 섬이 그리스·밀로스 섬과 자매 체결을
맺은 우호의 증거인 '그리스 풍차'는 물론 고대
그리스식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만남의 광장
(후레아이 히로바)', 천연 온천 '상・올리브 온천
'에도 꼭 방문해 보세요.

위도34.472875

이용 안내
경도134.273684
원내 관람 자유, 올리브 기념관 8：30～
17：00, 온천 12：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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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온천은 수요일）

오시는 길
무료

쿠사카베 항
다카마츠 항에서 페리로 약 60분. 쿠사
카베 항에서 차로 약 4분(도노쇼 행 버스
로 약 4분, 올리브코엔구치(オリーブ公
園口)에서 도보 약 5분)

200대 ※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있음(공원 내, 시설 내/ 휠체어 출입 가능)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있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近隣施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한국어, 영어, 중
국어- 번체 ※ HP에서 다운로드 가능）

소요 시간

60～120분

추천 시기

10월 중순～11월

실내외

야외 (일부 실내)

寒霞渓 SYO-spot001／つくだに屋さん 2号店 KAG-take001／ハーブカフェ オリヴ
ァス KAG-cafe005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6

MICHINOEKI SYODOSHIMA FURUSATOMURA 【Shodoshima】

휴게소

道の駅 小豆島ふるさと村

쇼도시마 후루사토무라

小豆郡小豆島町室生2084-1
0879-75-2266
http://www.shodoshima.jp/

다양한 레저 활동이 가득! 숙박시설을 완비한 파크

소개

지도 안내

모든 체험은 여기서! 숙박하면서 레저를 즐기실
수 있는 도로변 파크.
멋진 자연 환경과 특산품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
록 오토 캠핑장, 수영장, 테니스장, 운동장, 체육
관, 이케다 현대 미술관, 다목적 공간 등 다양한
레저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40m, 70m의 워터 슬라이더, 비치 사이드 수영
장 등 수영장 종류만 해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
으며 카누, 낚시, 사이클링, 테니스까지도 즐길
수 있습니다.
쇼도시마 특산품인 수타 소면 만들기 체험과 시
식이 가능하며, 카페에서는 간단한 음식과 커피
를 비롯해 자두 아이스크림과 같은 이색 명물도
드실 수 있습니다. 쇼도시마 섬의 올리브, 간장,
조림 반찬과 같은 특산품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
다.
숙박시설은 코쿠민 슈쿠샤 쇼도시마(国民宿舎
小豆島), 후루사토소(公共の宿ふるさと荘)와 2
개의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위도 34.471215

이용 안내
경도 134.236222

시간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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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카페：8:30～17:30
(17:00까지 하는 계절 있음)

오시는 길

매점・카페：무휴
수타 소면관 정기 휴일：월요일
(1~2월은 일요일)

이케다 항
다카마츠 항에서 쇼도시마 페리로 약 60
분 이동해, 이케다 항에서 차로 약 5분.

대형 4대・중형45대・
장애인 전용석 2대

다카마츠 공항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JR다카마츠역까지 약 45분 이
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분. 이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동.

있음

Free Wifi：있음
외국어 서비스: 태블릿(영어),
일부 영어가 가능한 직원 있음

비고

近隣情報

道の駅 小豆島オリーブ公園 SYO-spot002
エンジェルロード SYO-spot003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7

MICHINOEKI SORANOYUME MOMINOKI PAKU 【Mannou】

道の駅 空の夢もみの木パーク
仲多度郡まんのう町追上424-1
0877-75-1994
https://www.skr.mlit.go.jp/road/rstation/station/
mominoki-park.html

휴게소 소라노유메 모미노키 파크
현지 재료로 별미를 제공하는 신나는 세상

소개

지도 안내

국도 32호선, 전나무가 많이 자라 '모미노키(전나
무) 고개'라 불리는 곳에 자리한 휴게소.
추난(仲南) 지역은 발명가, 니노미야 추하치(二宮
忠八)가 세계 최초로 비행 원리를 고안한 곳입니다.
그 기념으로 이곳에는 '니노미야 추하치 비행관'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작한 초대 비행기도 복
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추난(仲南) 산지 직송 시장에서는 신
선한 현지 쌀과 채소, 과일 그리고 그것을 재료로
만든 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 식당에서는
현지 제철 재료로 만든 특별 도시락 '다케토리 벤토
(매일 메뉴 변경)', 특산 히마와리 소를 이용한 고기
우동, 메밀, 죽순을 넣은 다케토리 우동, 소바 정식
을 비롯해 다양한 메뉴를 드실 수 있습니다. 특산품
인 해바라기 씨와 꽃잎을 사용한 이색 아이스크림
도 인기가 높습니다.

위도 34.154898

이용 안내
경도 133.821621

시간 제한 없음
추난 직판장：8: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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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월 기간 중 ～17:30)

무휴
(추난 직판장：12월 31일～1월 5일)

오시는 길
젠츠지IC
젠츠지IC에서 차로 약 35분.

대형 6대, 중형 45대, 장애인 전용석 2대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50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近隣情報

国営讃岐まんのう公園 CHU-spot004／小縣家 KAG-udon004
道の駅 たからだの里さいた MIC-spot014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08

MICHINOEKI MIROKU 【Sanuki】

휴게소

道の駅 みろく

미로쿠

さぬき市大川町富田中3298-1
0879-43-0550
https://www.skr.mlit.go.jp/road/rstation/station/miroku.html

현지 직송 목장 유제품&빵이 인기!

소개

지도 안내

맛있는 웰빙을 먹을 수 있는 이곳! 1층의 베이커
리&인트인에서는 현지 목장에서 직송한 우유,
소프트 아이스크림, 40여 종류의 갓 구운 빵이
제공됩니다. 2층의 카페에서는 제철 재료를 사용
한 정통 이탈리안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꿀이
나 그래놀라와 같은 웰빙 음식도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미로쿠 직판상'에서는 현지 야
채를 비롯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곳
넘어의 언덕에는 매화, 목련 등의 꽃들이 봄이면
만발합니다.
다카마츠와 도쿠시마를 잇는 지방도로 10호선
옆에 있는 '미로쿠 자연 공원'과 가까우며, 북쪽
으로는 시코쿠 최대 국가지정 사적 전방후원분
(일본 고분시대의 무덤 양식)이 자리하고 있습니
다. 관광 정보에서 볼거리·먹거리 안내를 받아보
실 수 있습니다.

위도 34.258188

이용 안내
시간 제한 없음
카페 등 시설 8:30～17:00
빵(1F)9:00～17:00
레스토랑(2F)11:00～15:00

경도 134.24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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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무휴
카페 등 시설은 수요일

츠다히가시IC
츠다히가시IC에서 차로 약 15분

대형 4대・중형 50대・
장애인 전용석 2대

다카마츠 공항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45분.

있음

Free Wifi：있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近隣情報

かき焼 わたなべ KAG-saka001／道の駅 ながお MIC-spot016 道の駅 津田の松原 MIC-spot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9

MICHINOEKI SHIONOE 【Takamatsu】

휴게소

道の駅 しおのえ

시오노에

高松市塩江町安原上東390-21
087-893-1378
https://www.skr.mlit.go.jp/road/rstation/station/shionoe.html

시오노에 온천 마을의 중심지. 족욕은 무료!

소개

지도 안내

온천 마을로 유명한 '시오노에 온천'의 중앙부에
있는 휴게소. 카가와 현과 도쿠시마 현을 잇는 국
도 193호에 위치.
'관광물산 센터 시오노에'에는 현지 농산물을 중
심으로 특산품을 직판하고 있습니다. 근처 목장
의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드실 수 있습니다.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분은 유자, 고추로 만드는 시오
노에 전통의 조미료인 '바이신'을 추천합니다.
미술관이나 야영장, 테니스장, 목장도 가까워 여
름에는 반딧불이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
다.
시오노에 온천 마을은 약 1300년 전, 명승 '교키
(行基)'가 발견한 곳으로, 카가와 지역과 유서깊
은 홍법 대사가 널리 알렸다고 전해지는 역사있
는 명탕입니다. 족욕은 심지어 무료. 그래서 더욱
편하게 들렀다 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한가롭게 온천을 즐기고 싶은 분들은 근처
에 있는 온천 '교키노유'을 이용해주세요. 특히
혼자만 이용이 가능한 '전세 온천탕(카시키리)'
을 추천합니다.

위도 34.170348

이용 안내
자유
8：00～19：00（11～2월: ～18：00）

경도 134.08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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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요일, 12월 31일~1월 2일

오시는 길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이 휴무）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40분.

대형 2대・중형22대・장애인 전용석 1대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20분.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있음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近隣情報

塩江温泉郷 KAG-area005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0

MICHINOEKI TAKINOMIYA 【Ayagawa】

휴게소

道の駅 滝宮

다키노미야

綾歌郡綾川町滝宮1578
087-876-5018
http://www.ryonan-udon.co.jp/（綾川町うどん会館HP）

우동의 발상지

소개

지도 안내

'사누키 100선'에 선정된 벚꽃의 명소, 다키노미
야 공원 옆 고지대에 위치한 휴게소. 인포메이션
센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우동의 발상
지'로 유명하며, 그에 걸맞게 '우동 회관'이 마련
돼 있어 시범 코너와 수타 우동을 드실 수 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매우 이색적인 음식들도 있습니다. '우동 아이스
크림'과 사누키 향토요리인 '된장 떡국 아이스크
림'이 그 주인공입니다. 또한 '우동 de 그라탕'과
같은 독특한 우동 메뉴도 있습니다.
수타 우동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교실'은 3
일 전까지 신청하면 가능하며, 12~6월에는 딸기
체험 농장 등 일년내내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 있
는 휴게소입니다.
특산물점에서는 채소와 치즈, 기념품들도 구비
되어 있습니다.

위도 34.249767

이용 안내
자유
카페 및 물산관：8：30～18：00
레스토랑：평일 10：00～15：00
우동 체험：9：30～11：00／
14：00～15：30
(1일 2회, 화・일・공휴일은 휴무)

경도 133.91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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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사카이데IC
사카이데IC에서 차로 약 30분.
무휴（우동 회관: 1,3째주 화요일,
레스토랑: 화요일）

다카마츠 공항

대형 5대・중형 68대・
장애인 전용석 4대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25분.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있음

Free Wifi：있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近隣情報

ニューレオマワールド CHU-spot003
黄昏タンデム KAG-rame002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1

MICHINOEKI KOTONAMI 【Mannou】

휴게소

道の駅 ことなみ

코토나미

仲多度郡まんのう町川東2355-1
0877-56-0015

http://e-mikado.jp

도쿠시마 현과의 경계에 있는 온천 휴게소

소개
직판장과 온천 '에피아미카도'가 있는 드라이브
코스, 코토나미. 카가와와 도쿠시마 현 경계에 있
습니다.
카가와 현 출신으로 '일본의 다빈치'라고 불리는
히라가 겐나이(平賀源内)가 이곳의 온천을 두고
이렇게 읊었습니다. '깊은 산 속 석벽에서 뚝뚝
떨어지는 생명의 젖줄기. 이곳 사람들의 몸과 마
음의 쉼이 되야...'
온천에는 대중탕, 냉탕, 사우나 등의 시설과 함
께 샴푸, 린스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
다. 현지에서 만든 두부와 초밥, 팥밥, 야채와 같
은 웰빙 식품을 비롯해 이곳 사람들은 물론 외국
인에게도 인기가 있는 고소한 '콩고물 아이스크
림'을 맛보세요.

지도 안내
위도 34.095012

이용 안내
경도 134.007496

자유
에피아미카도：9：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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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에피아미카도: 2・4째 주 화요일

오시는 길
도쿠시마 고속도로 미마IC

대형５대・중형 130대・
장애인 전용석 1대

도쿠시마 고속도로 미마IC에서
차로 약 15분.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있음

Free Wifi: 없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30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2
MICHINOEKI UTAZU RINKAI KOUEN 【Utazu】

휴게소

うたづ臨海公園

우타즈 임해공원

綾歌郡宇多津町浜一番丁4
0877-49-0860
http://www.uplaza-utazu.jp/

세련된 조형물과 카페가 운치있는 바닷가 공원

소개

지도 안내

세토 내해에 접한 잘 가꾸어진 공원. 바다가 보이
는 멋진 전망 속에 컬러풀하면서 독특한 조형물들
과 뛰어다닐 수 있는 잔디 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카페, 레스토랑이 있어 여유롭게 운치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FM 위성 스튜디오와 다목적
홀 등을 갖춘 '우타즈 우미호타루'시설도 완비되
어 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뻗은 산책길에서는 역동적인 세토
대교와 바다 위에 떠 있는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오가는 배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노을
무렵에는 온 세상이 온통 아름다운 붉은 색으로
물들어 석양의 명소로 꼽힙니다.
프로포즈하기에 제격인 국내 로맨틱 장소로 선정
되어 데이트 코스로도 인기입니다.

위도 34.313358

이용 안내
경도 133.807843

자유
우타즈 우미호타루 9：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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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우타즈 우미호타루: 월요일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휴관）

오시는 길
무료(일부 유료)

JR우타즈(宇多津)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요산 선(予讃
線) 쾌속(快速)으로 약 25분 이동해, JR
우타즈 역에서 하차 후 남쪽 출구에서 도
보 5분.

250대
※22：00～7：00폐쇄（서부 주차장: 매일, 동부 주차
장: 금～일・공휴일・휴일 전날）／
대형 버스 주차 가능

사카이데IC
있음(휠체어 출입 가능)

사카이데IC에서 차로 약 10분.
Free Wifi：있음

다카마츠 공항

외국어 서비스: 안내 책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60분.

近隣施設

Grandpath KAG-spor002／和食ダイニングB-Dine KAG-dini003／インド料理カーナ
ピーナ KAG-yous005

소요시간

30～90분

이용 기간

연중

실내외

야외(일부 실내)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3

MICHINOEKI TOYOHAMA【Kanonji】

휴게소

道の駅 とよはま
観音寺市豊浜町箕浦字大西甲2506
TEL 0875-56-3655
（観音寺観光協会HP内：http://kanonjikankou.jp/buy/08/003.html）

도요하마

카가와현 서쪽 입구의 휴게소

소개

지도 안내

국도 11호를 따라 카가와, 에히메 현 경계에 있
습니다. 국도 11호를 끼고 남쪽에는 주차장 있으
며 북측에는 지역 진흥 단지가 있으며, 지하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일·공휴일은 족욕 무료 서
비스도 제공됩니다. 전망 광장에서는 세토 내해
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아름다운 석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오픈한 '오샨 식당'은 생선가게가 직영
하는 곳으로, 사누키의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
습니다. 인근 바다에서 잡은 어패류나 카가와 쌀
인 '오이데마이', 채소, 과일 등을 사용한 웰빙 식
사가 제공됩니다.
결혼 답례품으로도 쓰이는 동글동글 컬러풀한
튀밥 '오이리'와 그것을 토핑으로 올린 '오이리
소프트 아이스크림'도 별미입니다.
지역 민예품과 해산물 가공품도 구매하실 수 있
습니다. 일요일에는 장이 서는 날도 있습니다.

위도 34.042717

이용 안내
경도 133.601369
자유
매점：8：30～18：00
오샨 식당：11:00～18:00(주문 마감
17:30)
※ 런치 15：00정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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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무휴
(오샨 식당: 월요일 휴일)

오노하라IC
대형 7대・중형 56대・
장애인 전용석 3대

오노하라IC에서 차로 약 30분.

자유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없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70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近隣情報

ちょうさ会館 SEI-spot003／豊稔池堰堤 SEI-spot004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4

MICHINOEKI TAKARADANOSATO SAITA 【Mitoyo】

휴게소

道の駅 たからだの里さいた

다카라다노사토 사이타

三豊市財田町財田上180-6
0875-67-3883
http://www.takaradanosato.co.jp/hp/

온천, 놀이, 숙박까지 완비

소개

지도 안내

국도 32호와 주요 지방 고속도로 교차점에 위치
한 휴게소로 관광객이 많습니다. 이곳은 총 4개
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마키노유 탕과
유노타니소 숙박시설이 있는 쿠츠로기사토(쉼의
마을, 寛ぎの里), 물산관과 직판장, 임대 가게가
있는 메구미노사토(은혜 마을, 恵みの里), 마을
전승관이 있는 마나비노사토(학문 마을, 学びの
里), 파크 골프장이 갖춰진 아소비노사토(놀이
마을, 遊びの里)이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온천 '오곤노유 황금탕'
에는 이름 그대로 황금탕과 나트륨을 많이 포함
한 '하쿠긴노유 백은탕' 2종류 탕을 즐길 수 있습
니다. 욕실의 큰 창문으로 산의 풍경을 바라다 보
며 삼림욕하는 듯한 기분 또한 만끽할 수 있습니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다미가 깔린 휴게실
이 구비되어 있으며, 유노타니소(湯の谷荘) 별장
에서는 숙박도 가능합니다.
색다르게 멧돼지를 드셔보실 수 있으며 현지 채
소, 과일도 물론 군고구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카페, 셀프 우동집도 병설되고 있으며, 이색 아이
스크림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입니다.

위도 34.110146

이용 안내
경도 133.797969
자유
물산관：8：00～18：00
다마키노유 탕：9：00～21：00
三豊市財田町財田上1110-8
TEL 0875-6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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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사누키토요나카IC
사누키토요나카IC에서 차로 약 20분.

무휴
물산관, 다마키노유 탕 정기 휴일：월요
일（공휴일인 경우, 영업함）

다카마츠 공항
대형 3대・중형 104대・장애인 전용석 1대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60분.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있음

Free Wifi：있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近隣情報

道の駅 空の夢もみの木パーク MIC-spot007

부대 시설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5

MICHINOEKI OOSAKAJOU ZANSEKI KINEN KOUEN 【Shodoshima】

휴게소

道の駅 大坂城残石記念公園

오사카 성 잔석 기념공원

小豆郡土庄町小海甲909-1
0879-65-2865
https://www.skr.mlit.go.jp/road/rstation/station/oosaka.html

오카사 성 보수에 사용되려던 돌을 모아 전시

소개
현도 26호선과 여러 요충지에 접한 해륙 공용
시설로 미나토 오아시스와 도로 휴게소로 중복
등록된 곳.
현에서 지정하는 사적으로 '오사카 성 석벽 채석
장'으로 정비되어, 1999년 개장할 당시에는 오사
카 성 축성에 종사한 무사 호소카와 가의 후예도
방문한 적 있습니다.
오사카 성을 확장, 보수하는 데 사용하고자 돌을
정비하고 있었으나 전국 시대가 끝남과 동시에
쓸 일이 없어져 방치된던 40개의 돌을 재정비하
여 이러한 역사의 장으로 단장한 것. 잔석에 관한
사진과 고문서를 비롯해 당시 사용 도구 및 수송
방법 등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카페도 있어 잠시 쉬었다 가실 수 있습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533929

이용 안내
경도 134.242163
자유
잔석 박물관, 카페：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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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12월 29일～1월 3일

오시는 길
도노쇼 항
도노쇼 항에서 차로 약 20분.

대형 3대・중형 13대・
장애인 전용석 1대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이동해, 하차 후 다카마츠 항까
지 도보 약 5분. 이후 도노쇼 항까지 이
동해 차로 약 20분.

있음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6

MICHINOEKI NAGAO 【Sanuki】

휴게소

道の駅 ながお

나가오

さぬき市前山榿940-12
0879-52-1022
http://www.geocities.jp/sanukimaeyamanet/mitinoeki/ind
ex.html

시코쿠 88개 사찰의 마지막 절에서 가장 가까운 휴게소

소개

지도 안내

지방 도로 3호선 강변에 있는 휴게소. 북쪽으로
는 댐이 남쪽으로는 푸른 산줄기가 펼쳐지는 명
당 자리에 위치.
지방 국도를 끼고 사누키 시에서는 '순례자 교류
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시코쿠 88개 사찰의 마
지막 소원 성취의 절인 '오쿠보지(大窪寺)'에 가
는 길에 있어 여행길의 마지막 여독을 풀기 때문
에 들르거나,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례자(오헨로) 자료실에는 만다라 그림 등과
같은 귀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물산관
에서는 신선한 야채와 과일, 대나무 세공, 우동,
두부, 된장 그리고 꽃을 비롯해 다양한 현지산 식
재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통·관광·기상·
재해 등의 정보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위도 34.221307

이용 안내
경도 134.174973

자유
매점：8:3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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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대형 7대・중형 56대・
장애인 전용석 3대

오시는 길
시도IC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시도IC에서 차로 약 30분.

있음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40분.
비고

近隣情報

大窪寺 TOU-spot002／道の駅 みろく MIC-spot008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7

MICHINOEKI KOUNANRAKUYU 【Takamatsu】

휴게소

道の駅 香南楽湯

코난라쿠유 온천

高松市香南町横井997-2
087-815-8585
http://www.souyu.co.jp/kounan/

공항에서 5분. 공항 가시는 길에 들를 수 있는 온천

소개
지방 도로 13호선 인근,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
로 약 5분 거리. 온천은 물론 마사지, 식당, 매점
이 완비되어 현지 손님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인
기.
하루 180t이라는 풍부한 양의 물을 사용하는 천
연 온천. '목조 욕탕'과 특산품 '아지 석'을 사용한
'석탕'이 마련돼 있으며 남녀 탕의 위치가 격주로
바뀝니다. 두 번째 가실 때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
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 노천탕, 족욕탕,
약탕 등 탕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레스토랑 '라쿠유슌사이(楽湯旬彩)'에서는 현지
재료로 만든 식사를 하시면서 지친 심신을 달래
실 수 있습니다.(런치, 디너 모두 가능) 레스토랑
만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념품 숍도 있으며,
현지 채소 과일 등을 판매하는 아침 시장도 열립
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239394

이용 안내
경도 134.007339

자유
온천：10：00～23：00
(접수 마감22：30)
역사：10：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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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온천, 역사는 3째 주 수요일
(공휴일인 경우, 목요일이 휴관)

오시는 길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5분.

대형 2대・중형 96대・장애인 전용석 4
대

다카마츠 공항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5분.

있음

Free Wifi：있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문신한 경우, 입욕 불가.

（公社）香川県観光協会

MIC-spot018

MICHINOEKI GENPEINOSATO MURE 【Takamatsu】

휴게소

道の駅 源平の里むれ

겐페이노사토 무레

高松市牟礼町原631-5
087-845-6080

http://www.genpei-mure.com/

현지 미식가들도 찾는 곳

소개

지도 안내

국도 11호를 따라 가는 길. 역사적 전쟁이 있던
곳에 위치.
전망대에서는 해안을 달리는 기차와 세토 내해
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급 석재, 아지
석으로 만들어진 기념물과 80년 기찻길을 달려
온 전차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업의 도시, 아지도 근방에 있어 해산물 식당 '
자코야'에서는 신선하고 맛있는 해물 요리를 맛
볼 수도 있습니다. '방어 덮밥'과 튀김을 잔뜩 올
린 '튀김 덮밥'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
다.
특산품 코너에는 시코쿠 4개 현의 명물들이 다
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우동이나 콩조림에서부
터, 술, 전통 공예품까지 신상품들이 재빠르게 입
고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
다.

위도 34.333726

이용 안내
경도 134.157492

자유
<특산품 매점>
3～10월（9:00～18:00）
11～2월（9:00～17:00）
<해산물 식당 자코야>
평일（11:00～14:00）
토,일,공휴일（11: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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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분.
무휴(임시 휴업하는 경우 있음)

대형 13대・중형 47대・장애인 전용석 3대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차로 약 50분.
무인 팸플릿 거치대 있음

있음

Free Wifi：있음

외국어 서비스: 없음

비고

近隣情報

若松 KAG-rame003／屋島 TAK-spot002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