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G-mode001
RITSURINKOEN～TAKAMATSU 観光モデルコース

◎다카마츠(高松)역에서 9:30경, 버스로 리츠린 공원으로 이동.

◎다카마츠 공항에서       9:00 전후로 도착하는 항공편(도쿄에서) → 9:25출발　리무진으로 리츠린공원 앞 정류장에 9:50경 도착

관광 추천 코스 리츠린 공원 ~ 다카마츠 중심부
사계절이 아름다운 자연 정원과 쇼핑을 동시에!

A B C

関連情報：KAG-tour009

카가와 현립 뮤지엄

감탄을 자아내는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정원.
본연의 자연미뿐 아니라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 한층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정
원 내의 '가든 카페 리츠린'에서 가가와 명물인 올
리브를 사용한 차와 세토 내해의 레몬으로 만든 레
몬에이드를 비롯한 다양한 차도 즐기실 수 있습니
다.

쇼핑・레인보우 순환버스로 이동. 유메타운 하차

▼ 11:40

▼ 10:00

関連情報：TAK-udon002

도보로 이동

関連情報：TAK-SPOT001、TAK-cafe001

A 리츠린 공원

B 우에하라야

▼ 14:30

関連情報：KAG-depa002、KAG-depa003 ▼ 17:30 다카마츠역

도보로 이동

 카가와 현의 대표적인 쇼핑몰인 '유메타운 다카마

츠'에는 식품을 비롯하여 의류, 소품 등 다양한 상

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근처에는 싼 가격과

다양한 상품으로 인기있는 '돈키호테'도 있습니다.

 리츠린 공원 맞은 편에 위치한 셀프 우동집.  손님

이 직접 면을 데우고 우동 국물이 나오는 신기한

수도꼭지에서 국물을 넣어 먹는 신개념의 가게로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멸

치 육수의 조화를 이뤄 그 맛또한 추천합니다.

 낡은 공장을 개조하여 만든 상점가. 낡은 시설이

멋지게 다시 태어났습니다. 카페 'umie'는 사장님이

직접 꾸민 운치있는 공간으로 오래된 가구와 소파

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이곳에서 한숨 쉬었

다 가세요.

 역사 전시실에는 카가와의 원시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는 역사가 고스란히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에

는 일본 전통 투구와 기모노도 착용해 볼 수 있는

체험학습실이 있습니다.

유메타운(또는 돈키호테)에서
쇼핑

C 키타하마 아리 umie

関連情報：TAK-cafe004 

도보로 이동

▼ 16:00

▼ 13:00

쇼핑・레인보우 순환버스(ショッピング・レインボー循

環バス)로 이동. 유메타운정류장에서 하차

（公社）香川県観光協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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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페리나 고속배로 다카마츠 항으로 이동

(18:30~19:00도착)

関連情報：SYO-spot005

택시 또는 렌터카로 이동

　 도노쇼행 고속배를 타고 도노쇼 항까지 약 35분（10:40출발）

 쇼도시마 섬은 간장의 고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간장 생산 창고가 늘어선 이곳은 간장의 마을로 불리며

간장의 역사와 만드는 공정을 알 수 있는 기념관과 간장

아이스크림 등 이색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있습니다.

関連情報：SYO-spot006、SYO-spot007

関連情報：SYO-spot002、KAG-cafe005

▼ 16:30

택시 또는 렌터카로 이동

 세토 내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작은

언덕 위 올리브 공원. 마치 그리스에 온 것 같

은 느낌을 줍니다. 주위에는 약 2,000그루의 올

리브 나무와 130여 종 허브가 심겨져 있습니다.

근처 허브카페올리바스에서 점심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관광 모델 코스

▼ 12:00

 섬 중앙에 위치하는 간카케이는 일본에서도 손

꼽는 계곡입니다.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지 이

곳은 눈,비,바람,침식 등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뤄진 자연의 작품입니다. 1년 내내 자연의 아름

다움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24개의 눈동자 영화마을
◎ 다카마츠공항에서 리무진 버스(9:25)로 다카마츠역까지 약 45분.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8분

C 간카케이 계곡

▼ 15:30

택시 또는 렌터카로 이동

10:30

関連情報：SYO-spot003

엔젤로드는 이름 그대로 천사의 길. 하루에 2번

썰물 때만 나타나는 바닷속 신비의 길입니다.

근처 매점에서는 소원을 적을 수 있는 작은 나

무팻말도 팔고 있습니다.

B C

▼

간장 마을

쇼도시마 섬 숙박

B

택시 또는 렌터카로 이동

 1987년 개봉한 영화 '24개의 눈동자'의 촬영지

로 일본의 옛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는 영

화마을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1명의 여

교사와 12명의 아이들의 애정과 전쟁의 비극을

그린 명작으로, 그 세트장을 개축하여 만들었습

니다.

▼ 17:30

SYODOSHIMA

쇼도시마 올리브 공원

▼ 14:00

도노쇼행 페리로 도노쇼 항까지 약 1시간（9:00출발)

택시 또는 렌터카로 이동

（공항에서 항구를 경유할 경우, 아래 지점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関連情報：SYO-spot001

쇼도시마 섬 (1일 코스)

A 엔젤로드

쇼도시마 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알찬 코스

A

KAG-mode003

小豆島（１日コース）

◎다카마츠(高松)역에서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로 약 8분

（公社）香川県観光協会



다카마츠 중앙 상점가

A

 이곳에서는 일본 전통 과자를 만들 때 빼놓을

수 없는 과자 나무틀을 가지고 직접 과자를 만

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갓 만든 와산본

설탕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달콤한 과자와 함

께 달달한 시간 어떠세요?

 가가와의 전통공예품뿐만 아니라 현대적 감각

을 더한 작품이 즐비해 있는 갤러리. 사전 예

약하시면 가가와 전통 인형인 '호코상'에 그림

을 그려넣어 인형을 완성시키는 체험을 해 보

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뿐인 나의 '호코상'인

형은 여행 중의 선물로 추천합니다.

関連情報：TAK-misc002

IKUNAS g

 최고의 미를 뽐내는 특별 명승지, 리츠린 공원. 이름은

공원이지만 실은 매우 아름다운 정원입니다. 자연 그대

로의 아름다움과 주변의 경관을 잘 조화시킨 녹음이 우

거진 낙원으로 아침 일찍이 나오시면 오후와는 또 다른

정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상쾌한 공기와 함께 일본식

정갈한 아침 죽도 드셔 보실 수 있습니다.(예약제)

関連情報：TAK-spot001

関連情報：KAG-tour010

▼

C

 다카마쓰 중앙 상점가는 다음 총 8구역으로 구성돼

있습니다.(효고마치 카타하라마치 서,동부, 마루가메

마치, 라이온도오리, 미나미신마치, 도키와마치, 다마

치. 일본어:兵庫町・片原町西部・片原町東部・丸亀町

・ライオン通・南新町・常磐町・田町) 위에 아케이드

식 지붕이 달린 이 긴 상점거리는 2.7km로 일본에서

가장 긴 길이를 자랑합니다.

関連情報：TAK-spot006

다카마츠(高松)역 도착

택시로 10분 또는 도보 약 25분

11:30～12:00

와산본 체험(마메하나)

12:00～12:30

B

도보로 이동

◎ 다카마츠(高松)역에서 7:30 출발. 쇼핑・레인보우 순환버스(レインボー循環バス)로 리츠린 공원 앞 정류장까지 약 17분

관광 추천 코스

▼ 10:00

▼ 8:00

▼

도보로 이동

리츠린 공원 앞(栗林公園前)에서 도보 1분

리츠린 공원 (오전 반나절 코스) 
아침 일찍 아름다운 정원에서 상쾌한 공기와 함께 시간을 알차게 보내 보세요!

A

리츠린 공원
택시로 5분 또는 도보로 15분

B C

RITSURINKOUEN
KAG-mode004

午前中・栗林公園（午前半日コース）

（公社）香川県観光協会



▼ 15:00 B

다카마츠(高松)역

▼ 13:10 다카마츠 성터　다마모(玉藻)공원

関連情報：TAK-SPOT003

A

야시마 JR고토구 선(高徳線)으로 다카마츠(高松)역으로 이동.

고토덴 시도 선(志度線) 경유, 고토히라 선(琴平線)으로 다카마츠칫코(高松

築港)역으로 이동.

KAG-mode005
YASHIMA(GOGOHANNICHIKOSU) 屋島（午後半日コース）

◎ 13:00 다카마츠(高松)역 출발   13:10 다카마츠 성터   15:00 야시마
　

관광 추천 코스 야시마（오후 반나절 코스）
카가와의 역사와 함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

A B C

▼ 13:00

도보로 이동

 평평한 지붕(일본어:야네)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야시마. 산 꼭대기에서 세토

내해와 다카마츠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건강을 기원'하며 던지

는 기왓장 던지기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야시마 정상 셔틀 또는 택시로 이동

17:30

関連情報：TAK-SPOT004

야시마 산 중턱에 있는 우동집. 에도 시대 민가

를 복원하여 만든 점내는 옛 정취를 느낄 수 있

습니다. 큰 대야에 담겨 나오는 4-5인분 가족

우동이 명물입니다.

C 우동집- 자이고돈 본가 와라야

関連情報：TAK-cafe004 

▼

 일본 3대 수성(水城) 중 하나로 성터를 공원으

로 개방한 곳입니다. 성을 둘러싸고 판 해저는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타는 나룻배

가 인기입니다. 물 위에서 성의 흔적을 보며 유

구한 역사를 느끼거나 강가의 잉어에게 먹이도

줄 수 있습니다.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고토쿠(高徳)선으로 JR야

시마(屋島)역까지 특급을 이용할 경우 약 10분. 고

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에서 고토히라 선

(琴平線)・나가오 선(長尾線)으로 가와라마치 경유

하여 시도 선(志度線)으로 고토덴 야시마 역(琴電

屋島)까지 약 30분. 야시마 정상까지는 셔틀버스나

택시로 이동.

▼ 19:00 다카마츠역 도착

（公社）香川県観光協会



KAG-mode006
TAKAMATSUCYUSHINBU(YAKANHANNICHIKOSU) 高松中心部（夜間半日コース）

◎18:00 다카마츠(高松)역 출발   19:00 우미오야지(다카마츠 역 앞 점)   21:30 BAR 후쿠로

　

관광 추천 코스 다카마츠 중심부 (야간 5-6시간 코스) 
어른의 세계. 다카마츠의 밤을 즐겨 보세요.

A B C

▼ 18:00

우미오야지 다카마츠 역앞 점

▼

다카마츠역

関連情報：TAK-izak003

▼ 18:10

▼ 19:00 B

関連情報：TAK-dini004

도보로 약 20분

도보로 15분

도보 약 10분

▼ 21:30 Ｃ BAR 부엉이 후쿠로

 귀여운 부엉이(일본어:후쿠로)가 눈에 띄는 이곳은

차분한 분위기의 바입니다. 여기 사장님은 칵테일

세계대회에도 출전한 적 있는 실력가인데요. 사장님

이 만들어 주시는 술 한잔 어떠신가요?

　JR다카마츠역 바로 앞에 있는 생선요리집. 생선회

를 비롯해서 바로 앞에 세토 바다에서 잡아 올린 생

선을 어항에서 잡아 그자리에서 회를 떠 줍니다.

다카마츠의 야경을 즐기기에 제격인 곳입니다. 항구

의 길을 따라 서 있는 빨간 등대는 지금까지 항해하

는 배들의 안전을 지켜 준 길라잡이입니다. 14.2미

터의 유리 등대는 운치있는 산책 코스로도 딱입니

다.

 다카마츠 중심부에 있는 긴 아케이드 상점가, 마루가메

그린에 있는 우동집. 인기 메뉴는 카레 우동과 시원하게

국물을 끼얹어 넘는 붓카케 우동, 그리고 삶은 면을 건져

소스에 찍어 먹는 가마아케 우동이 있습니다. 늦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 해장을 하기 위해 찾

는 지역주민도 많다고 합니다.

또는

A 선포트 다카마츠(다카마츠 항)

関連情報：TAK-spot007

関連情報：TAK-udon001

츠루마루 Gee

▼ 21:30 나카조라

 갓 내린 커피를 책 그리고 분위기 있게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커피&바'의 이색 공간입

니다. 커피는 물론 홍차를 비롯해 위스키, 이탈리안

와인 등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関連情報：TAK-cafe006

도보로 이동

23:00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