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car001
TOYOTA RENTARISU

HIGASHISHIKOKU 【Takamatsu】

도요타 렌타리스

トヨタレンタリース東四国 高松空港店

시코쿠 동부 다카마츠 공항점

高松市香南町大字由佐3388-1
087-879-8100
https://rent.toyota.co.jp/shop/

공항에서 공항 옆 렌터카 매장까지 셔틀로 가실 수 있습니다

소개

전국에 약 1200의 렌터카 지점을 가진

도요타 렌터카. 다카마츠 공항에서 항공
편을 사용하신다면 단연 편리하겠죠? 공

항 점은 공항 터미널에서 700m 떨어져 있
답니다.

예약은 웹 사이트(한국어·영어·중국어

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영업소 창구에
직접 방문하셔서 예약하실 수 도 있습니

다. 매장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응

대할 수 있는 전용 태블릿 단말기가 있어
각 언어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언어별 안내 책자도 구
비되어 있습니다.

빌리신 차는 다른 현에 가셔서 반납하실

수도 있고, 다른 현에서 빌려 오신 차를
이곳에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225161

경도 134.014863

이용 안내
8：00~20：00
（12/30〜1/4 기간 중, 17：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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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무휴

오시는 길

P1급（Vitz）의 경우, 1일 7020엔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
분.

공항에서 셔틀 이용 가능.

다카마츠 공항에서 셔틀로 약 5
분.

있음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공항 국제선 도착 로비 바로 옆

Free Wifi：없음

의 렌터카 카운터에서 매장까지 가실 수

외국어 서비스: 태블릿, 설명서
(한국어・영어・중국어) 응대:
영어 가능

있는 셔틀을 접수 받고 있으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SA

MasterCard

AMEX

JCB

비고

【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2

ORIKKUSU RENTAKA TAKAMATSU KUKO TEN【Takamatsu】

오릭스 렌터카 다마카츠 공항 점

용도에 따라 차종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소개

전국에 약 1000여 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
어 렌터카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릭
스 렌터카는 인기있는 일본 국산 차종을 다
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용도에 맞춰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웹사이트나 전화 혹
은 직접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합
니다.
빌리신 차는 다른 현에 가셔서 반납하실 수
도 있고, 다른 현에서 빌려 오신 차를 이곳
에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카마츠 공항
탑승구 왼쪽 정면으로 보이는 렌터카 카운
터의 접수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카
마츠 공항점 무료 셔틀도 운영하고 있습니
다.

지도 안내

위도 34.218705

경도 134.018536

オリックスレンタカー

高松市香南町由佐2430
087-840-5288

이용 안내
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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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다카마츠추오IC

高松空港店

없음
예약 방법: 전화, 웹사이트, 직접 방문
(당일 대여 가능)
1일 대여 요금 기준: 경차 6,000～
면제 대상: 아님

다카마츠추오IC에서 약 30분
다카마츠 공항

셔틀: 다카마츠 공항에 있음

공항 내 카운터

네비게이션: 장착
외국어 서비스: 영어 웹사이트 있음,
대여 가이드 북은 영·한·중국어판 구
비.
VISA MasterCard
Diners Club JCB

AMEX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3

HEISEI RENTAKA TAKAMATSU KUKO TEN【Takamatsu】

헤세이 렌터카

다카마츠 공항점

우동 맛집 투어를 할 수 있는 맵과 네이게이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소개

구라시키에 본사를 두고 오카야마, 카
가와, 에히메 현의 주요 역과 공항 등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헤세이 렌터카.
저희 다카마츠 공항점에는 '우동 맛집
투어 렌터카'도 있고, 주요 우동집을 등
록한 '우동 네이게이션'과 손수 만든 '우
동 맵'도 있답니다. 아주 이색적이죠? 이
러한 카가와 맞춤형 서비스가 관광객들에
게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은 웹 사이트 외 전화나 직접 방문
하셔서 하실 수 있고 당일 신청도 가능합
니다.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나 플랜도 마련돼 있습니다. 빌리
신 차는 다른 현에 가셔서 반납하실 수도
있고, 다른 현에서 빌려 오신 차를 이곳
에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약하실 때 미리 말씀해 두시면 공항에
서 매장까지 무료 셔틀을 이용하실 수 있
습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225176

경도 134.019109

平成レンタカー

高松市香南町岡1225-1
087-879-7753／0120-159-389
http://www.heisei-car.jp/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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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高松空港店

8:00~19:00

없음
예약 방법: 전화, 웹사이트, 매장 방문

다카마츠추오IC

1일 대여 요금 기준:
경차 5400엔
소형 6480엔
승합차(7인) 11880엔
면세 대상: 아님

다카마츠추오IC에서 약 30분.
다카마츠 공항

다카마츠 공항에서 셔틀로 약 3
분.

셔틀: 공항에서 출발합니다.
네비게이션: 장착
외국어 서비스: 없음(현재 준비중
※접수 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사용할 수 있는 카드나 TV전화를
이용한 응대 및 전화, 웹사이트
등을 검토 중)

VISA MasterCard
Diners Club JCB

AMEX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4
TOYOTA RENTARISU HIGASHISHIKOKU TAKAMATSU TEN【Takamatsu】
トヨタレンタリース東四国

도요타 렌타리스 시코쿠 동부 다카마츠 점

한국어, 영어, 중국어 대응 가능

소개

지도 안내

전국에 약 1200의 지점을 가진 도요타 렌터

카. 다카마츠점은 JR다카마츠 역에서 남쪽으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접근이 매우 편리합니
다.

예약은 웹 사이트(한국어·영어·중국어 페이

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영업소 창구에 직접 방

문하셔서 예약하실 수 도 있습니다. 매장에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에 응대 가능한 전용 태

블릿 단말기가 있어 각 언어로 편리하게 서비

스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언어 안내 책
자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빌리신 차는 다른 현에 가셔서 반납하실 수도

있고, 다른 현에서 빌려 오신 차를 이곳에 반

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하시다가 다카마츠
점에서 빌리신 차를 공항에서 돌아갈 때 다카

마츠 공항 점에 반환하는 등 여행을 보다 편리
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위도 34.349360

경도 134.047917

高松店

高松市西の丸町10－21
087-851-0100
https://rent.toyota.co.jp/shop/

이용 안내
8：00~20：00
（12/30~1/4은~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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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8100엔~

JR다카마츠(高松)역・코토덴 다카마츠칫소(高
松築港)역

JR다카마츠 역에서 도보 3분, 코토덴
다카마츠칫코 역에서 도보 5분.

셔틀: 일부 시내 호텔에서 9:00～
16:00 무료 이용 가능 (일요일 및 공
휴일 제외)

다카마츠추오IC

있음

다카마츠 공항

Free Wifi：없음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
분.
리무진 버스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까
지 약 45분 이동해, 도보 약 3분.

외국어 서비스: 태블릿, 설명서, 웹 사이
트(한국어・영어・중국어)

VISA
AMEX

MasterCard
Diners Club

JCB

비고

【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5

NISSAN RENTAKA TAKAMATSUEKIMAETEN【Takamatsu】

닛산 렌터카 다카마츠 역 앞 점

平成レンタカー 高松空港店

高松市西の丸町6－17
087-822-4123
https://nissan-rentacar.com/

★★★

지도 안내

소개
전국 370여개의 지점을 가진 닛산 렌터
카의 다카마츠 역 앞 점은 JR다카마츠 역
에서 남쪽으로 도보 1분 거리에 있습니
다. 다카마츠 역 고속 버스 터미널에도 가
까워 JR이나 버스로 다른 현에서 오시는
분들도 찾기가 아주 쉽답니다.
예약은 일본어 외에 영어, 중국어, 한국
어로 보실 수 있는 웹 사이트를 비롯하여
전화나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빌리신 차는 다른 현에 가셔서 반납하실
수도 있고, 다른 현에서 빌려 오신 차를
이곳에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위도 34.349746

이용 안내
경도 134.046985
8：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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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오시는 길

예약방법: 전화, 웹 사이트, 매장 방문

JR다카마츠(高松)역, 코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

하루 대여했을 때 요금 기준: 승용
차(P급)의 경우 6,156엔
면세 대상: 아님

JR다카마츠 역에서 도보 1분, 코토덴 다카마츠
칫코역에서 도보 5분.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분.
다카마츠 공항

네비게이션: 장착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
까지 약 45분. JR다카마츠 역에서
도보 1분.

외국어 서비스: 없음

VISA MasterCard AMEX
Diners Club JCB

비고

【近隣の施設】 商工奨励館 TAK-SPOT 001／掬月亭 TAK-SPOT 001／ほと

関連【A】 り TAK-SPOT 001／上原屋 TAK-SPOT 001／栗林駅 TAK-SPOT 001／空
港リムジンバス TAK-SPOT 001／丸亀 TAK-SPOT 001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6

HEISEI RENTAKA TAKAMATSU EKIMAE TEN【Takamatsu】

헤세이 렌터카

다카마츠 역에서 바로!

소개
구라시키에 본사를 두고 오카야마, 카가

와, 에히메 현의 주요 역과 공항 등에 점
포를 가지고 있는 헤세이 렌터카.

다카마츠 역 앞 점은 다카마츠 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다카마츠 항 페리
승강장에서도 아주 가깝습니다. 우동 가

게에 헤매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주

요 우동집을 등록한 '우동 네비게이션(사
전 예약 필요)'과 우동을 좋아하는 직원
들이 손수 만든 '우동 맵'이 있답니다.

아주 이색적이죠? 이러한 카가와 맞춤형

서비스가 관광객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은 웹 사이트 외 전화나 직접 방문

하셔서 하실 수 있고 당일 신청도 가능합
니다. 보다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패키지나 플랜도 마련돼 있습니다. 빌리

신 차는 다른 현에 가셔서 반납하실 수도
있고, 다른 현에서 빌려 오신 차를 이곳
에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카마츠 역 앞 점

지도 안내

위도 34.351108

경도 134.048615

平成レンタカー

高松市寿町一丁目1-22
087-851-6623／0120-660-389
http://www.heiseicar.jp/location/takamatsu.html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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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8：00~19：00

없음
예약 방법: 전화, 웹 사이트, 매장 방문

JR다카마츠(高松)역, 고토덴 다카마츠칫코(高松築港)역

1일 대여 요금 기준:

JR다카마츠에서 도보 2분.

경차

고토덴 다카마츠칫코 역에서 도보 3분.

소형 6480엔
승합차(8인)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분.

리무진 버스로 다카마츠 역에서 하
차 후 도보 1분.

5400엔

승합차(7인)

다카마츠추오IC

다카마츠 공항

高松空港店

11880엔
18360엔

셔틀: 없음
네이게이션: 장착
외국어 서비스: 영어 응대(※1
명), 설명서(한국어, 영어, 중국
어)

VISA MasterCard
Diners Club JCB

AMEX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7
TAIMUZU KA RENTARU TAKAMATSUEKIMAETEN【Takamatsu】

타임즈 카 렌터

다카마츠 역 앞 점

외국인 고객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한 서비스 제공

소개

전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는 타임즈 카

렌터. 예약은 일본어로는 물론 한국어,

영어, 중국어 페이지가 있는 웹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전화 및 직접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급히 필요하신

경우에는, 최소 30분 전 예약이 가능하므
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다카마츠 역 앞 점은 시코쿠의 교통의

중심지인 JR다카마츠 역 바도 코앞에 위
치하고 있어, 매장까지는 걸어서 2분.

지도 안내

위도 34.351058

경도 134.048231

오시는 길

시기에도 제격이죠.

분.
다카마츠추오IC

영어로 안내가 가능한 직원들도 대기하

하더라도 단말기 번역을 사용해서 한국

어, 엉어, 중국어로 안내가 가능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안내 BOOK도 3개 언어
로 준비돼 있습니다.

이용 안내
8：00~20：00
무휴
예약방법: 전화, 웹 사이트, 매장 방문

JR다카마츠(高松)역, 고토덴 다카마츠칫코(高

매장에서 30분 내에 갈 수 있는 유명 우

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어 밖에 못한다고

高松市西の丸町1-3
087-822-7770
http://rental.timescar.jp/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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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築港)역

동 집이 여러 군데 있어 우동 투어를 하

タイムズカーレンタル高松駅前店

1일 대여 요금 기준: 5000～10000
엔

JR다카마츠 역에서 도보 2분, 고

토덴 다카마츠칫코 역에서 도보 1
다카마츠추오IC에서 차로 약 20
분.

네비게이션: 장착
면세 대상: 아님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로 다카마츠 역까지
약 45분 소요.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단말기 번역, 서
포트 안내BOOK（한국어, 영어, 중
국어）, 영어 응대(※2명)

VISA、MASTER、AMEX、DINERS、JCB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8

오릭스 렌터카

쇼도시마 점

ORIKKUSU RENTAKA SHODOSHIMA TEN【Shodoshima】

항구에 인접해 있어 편리하게 섬 여행을 바로 떠나실 수 있어요!

소개
전국에 약 1000여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

어 렌터카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

릭스 렌터카는 인기있는 일본 국산 차종
을 다양하게 갖추고 있으며 용도에 맞추
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쇼도시마 점은 도노쇼 항에서 도보 4분

거리. 이 항구에서 내려 섬을 둘러보기에
는 가장 안성맞춤인 위치이죠! 일본 국산
경차서부터, 미니 승합차, 다인승차, 마
을 버스까지 다양한 차종이 있으므로 인
원과 예산에 맞추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은 웹 사이트나 전화 혹은 직접 방

지도 안내

위도 34.489294

경도 134.170234

オリックスレンタカー

小豆郡土庄町甲5165-246
0879-62-4669
http://car.orix.co.jp/

이용 안내
8：30~18：00（연말연시9：00~17：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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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휴

오시는 길

1일 대여 요금 기준: 승용차 5940
엔~ 다인승차 9720엔~
면세 대상: 아님

도노쇼 항

도노쇼 항에서 도보 3～5분.
다카마츠 항까지는 다카마츠 공항
에서 리무진으로 이동 가능.

외국어 서비스: 가이드 북（영
어・중국어）

문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에서 예약하시는 것이 보다 저렴합니다.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다카마츠 공항에서 JR다카마츠 역
까지 45분 소요. JR다카마츠 역에
서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5분.

小豆島店

VISA MasterCard
AMEX
Diners Club JCB
※ Union Pay 카드 사용 가능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09

쇼도시마 렌터카

SHODOSHIMA RENTAKA【Shodoshima】

小豆島レンタカー

자동차 정비회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가 포인트!

소개
쇼도시마 최대급 자동차 정비회사가 운영하는

쇼도시마 렌터카. 자동차 정비를 오랫동안 해

온 회사이기 때문에 정비 및 품질을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곧장 출장
을 나간답니다.

사전에 미리 예약하시면 도노쇼항, 이케다항,

쿠사카베항, 오베 항, 사카테 항, 후쿠다 항(일
본어 표기: 土庄港・池田港・草壁港・大部港・
坂手港・福田港)과 각 숙박 시설에서 자유롭게

승하차가 가능합니다. 예약 대수에는 한계가 있
으므로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은 사전 전화 예약과 매장 방문을 통해 할

수도 있지만, 만차일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전화로 사전에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
접 방문하여 대여하시는 경우, 요금이 가장 저
렴합니다.

또한 대여하실 때에는 일본에서 유효한 국제

면허증과 여권 제시가 필요합니다. 확인이 불가
한 경우, 대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도 안내

위도 34.489861

경도 134.198244

小豆郡土庄町上庄1638-1
0879-64-6506
http://mishima-car.com/rentacar/

이용 안내
8：3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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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연중무휴
예약 방법: 전화 또는 직접 방문
1일 대여 요금 기준:
경차 6900엔

도노쇼 항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로 10분, 키타야마
(北山バス停)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
2분, 또는 택시로 8분.

다카마츠 공항

리무진 버스로 JR다카마츠 역까지 약 45
분 이동해 다카마츠 항까지 도보 약 5
분.

네비게이션: 장착
면세 대상: 아님

Free Wifi：없음
외국어 서비스: 영어 응대
카드 이용 불가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N-car010

HEISEI RENTAKA MARUGAMEEKIMAETEN【Marugame】

헤세이 렌터카

마루가메 역 앞 점

카가와의 서쪽으로 가 보시기에 교통이 편리해요

소개
구라시키에 본사를 두고 오카야마, 카가

와, 에히메 현의 주요 역과 공항 등에 점

포를 가지고 있는 헤세이 렌터카. 고토히
라 궁을 비롯한 고토히라 지역에 가실 때

는 JR마루가메 역 앞에 위치한 '마루가메
역 앞 점'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콘
피라 온천마을에 있는 호텔에 렌터카를

보내드리기도 하며, 차를 빌리셔서 대여

한 곳이 아닌 다른 지점에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주요 우동집
을 등록한 '우동 네비게이션(사전 예약

필요)'과 우동을 좋아하는 직원들이 손수

지도 안내

위도 34.291551

경도 133.793633

平成レンタカー

丸亀市浜町26-1
0877-21-0021／0120-103-389
http://www.heiseicar.jp/location/marugame.html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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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8：00~19：00

무휴
예약 방법: 전화, 웹 사이트, 매장 방문
1일 대여 요금 기준:
경차 5400엔
소형 6480엔
승합차(7인) 11880엔
승합차(8인) 18360엔

JR마루가메(丸亀)역

JR다카마츠(高松)역에서 마루가메 역까지 요
산 선(予讃線) 특급을 타고 약 20분 이동해,
JR마루가메 역에서 도보 약 2분.

만든 '우동 맵'도 제공 받으실 수 있답니
다. 아주 이색적이죠?

예약은 웹 사이트 외 전화나 직접 방문

하셔서 하실 수 있고 당일 신청도 가능합
니다. 사이트를 통해 하시면 보다 저렴합
니다.

사카이데IC

사카이데IC에서 차로 약 15분.

丸亀駅前店

네이게이션: 장착
외국어 서비스: 설명서(한국어,
영어, 중국어)

다카마츠 공항

마루가메・사카이데・공항 리무진
버스 있음.
공항에서 마루가메 역까지 약 75
분 이동해 하차 후, 도보 2분.

VISA MasterCard
Diners Club JCB

AMEX

비고

（公社）香川県観光協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