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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 도시와 

소박한 시골의 모습을 동시에 갖춘 곳.

세계적인 거장의 건물 안에서 만나는 작품은 

가슴을 벅차게 하고.

쪽빛 바다를 끼고 달리는 자전거 너머의 풍경은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곳.

감탄스런 예술과 감동스런 우동이 

걸음 닿는 어느 곳마다 있는 감각의 천국.

다정한 우아함이 깃든 카가와현에서의 시간은, 

진정한 휴식과 감성의 충전을 가져다준다.

'ONBA FACTORY' ONBA FACTORY   
Photo:Osamu Nak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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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 Island Shodoshima 쇼도시마

모든 걸 다 갖춘 곳. 퍼펙트 컴팩트 다카마츠

사누키 우동

카가와 특산물

인생샷 찍으러 가자! 치치부가하마

온천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고토히라

성＆아트, 맛집 순례의 천국 마루가메·사카이데

다카마츠 시내 호텔

K A G A W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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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L O W  T R A V E L

좀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카가와현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보자.

https://blog.naver.com/kagawa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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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 에  보 는  카 가 와

K A G A W A

다카마츠항에서 고속선으로 약 35분

아트 X 푸드 

다카마츠항에서 훼리로 약 1시간
(고속선 사용시 25분)

섬 전체가 미술관 

나오시마 12p 데시마 22p

다카마츠항에서 훼리로 메기지마까
지 약 20분 / 메기지마에서 오기지마
까지 약 20분.

예술이 꽃피는 설화 속 섬

다카마츠항에서 훼리로 약 1시간
(고속선 사용시 35분)

추억이 방울방울한 올리브섬

쇼도시마 32p메기지마, 오기지마28p

카가와현

도쿠시마현

고치현에히메현

다카마츠공항
오사카

도쿄

에어서울에서 인천에서 다카마츠까지의 직항편이 

운행된다.

- 인천공항 URL : www.airport.kr/

- 다카마츠공항 URL : www.takamatsu-airport.com/

- 에어서울(RS) URL : flyairseoul.com

*운항 스케줄은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한국-카가와현

JR다카마츠역에서 열차로 약 35분
(*특급 시만토 이용시) / 고토덴 다카마
츠 칫코역에서 약 1시간 / 다카마츠공항
에서 리무진버스로  약 45분

온천, 오헨로, 그리고 전통

고토히라 50p

JR다카마츠역에서 전차 이용 약 30분

맛있는 그곳 

마루가메, 사카이데 58p

공항에서 리무진버스 이용 약 45분

카가와현의 중심

다카마츠 36p

카가와현

JR 사카이데역 

데시마

메기지마

나오시마

다카마츠공항

시오노에온천

리츠린공원역

가와라마치역

다카마츠항

고토덴 다카마츠 칫코역

쇼도시마

JR열차

고토덴 열차

훼리

리무진 버스

JR 다카마츠역

오기지마

JR 마루가메역 

젠츠지역 

세
토
대
교

JR 고토히라역

고토덴
고토히라역

리무진버스 45분

도보 5분

JR다카마츠역

항 구

다카마츠공항

JR다카마츠역

Tip,



JR다카마츠역에 도착하면 카가와현을 둘러볼 수 있는 대부분의 대중교통이 모여있다.

[고토덴] 琴電
JR과 더불어 카가와현 내에서 많이 쓰이는 대중 메트로다. JR 다카마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고토덴 다카마츠칫코역（高松築港）이 위치해있다. (안내표시 있음) 

  

▶다카마츠칫코역 – 리츠린공원역 (약 10분 / 190엔)　*2019년 10월 1일 기준

[훼리] フェリー
JR 다카마츠역을 나와 북쪽으로, 고층타워가 보이는 방면을 향해 길을 건너면 바로 

보이는 다카마츠항. 다카마츠역을 등진 방향으로 좌측이 일반 훼리, 우측이 고속선

을 운항하는 터미널이다. 각 터미널마다 매표소에 여러 창구가 운영되고 있으며 

섬마다 휴대 가능한 시간표가 있어 여행자들이 수시로 참고하기에 용이하다.

다카마츠 시내 ⇢ 다른 지역 리츠린공원을 갈 땐 

JR보다 고토덴이 

편리!^^

Tip, 대부분 출발 3~40분 전에 매표소 운영을 시작하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는 경우가 있다. 

불안하다면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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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SHIKOKU Rail Pass✽

단 한 장의 티켓으로 카가와현을 포함한 시코쿠 4개 현(카가와, 도쿠시

마, 에히메, 고치)에서 6개의 철도회사의 노선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ALL SHIKOKU Rail Pass」. 2012년 발매된 이 패스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코쿠 주유 여행을 만끽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으로, 이동시마다 일

일이 표를 구입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하다. 유효기간 동안 승하차시 

패스를 보여주기만 하면 OK. 외국인 관광객 전용으로 일본 철도여행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적용 구간  

JR 시코쿠, 도사 구로시오 철도, 아사 해안철도, 다카마츠 고토히라 전기철도(고토덴), 이요철도, 도사덴 교통

▶구매 방법  

- 한국 : ANA, JAL, JTB, 니혼료코(일본여행), 긴키 일본 투어리스트, 탑투어, JALPAK, ㈜코스모트래블 

           – G마켓, 옥션 등에서 검색 가능

- 일본 :   JR 시코쿠의 주요 역 및 JR 시코쿠 여행센터(와프 지점, 와프플라자)에서 패스를 구입하십시오.

 •주요 4개 역 : 다카마츠역, 마츠야마역, 도쿠시마역, 고치역 

 • JR 시코쿠 여행센터(와프) 5개 지점 : 와프 다카마츠지점, 와프 마츠야마지점, 와프 도쿠시마지점, 

와프 고치지점, 와프 우메다지점, 사카이데역 와프플라자

[편리한 정보]

인터넷 안내  www.my-kagawa.jp/

스마트폰 관광정보 스마트폰 앱 “후랏토 안내”를 다운로드

[JR line·비행기 문의]

JR다카마츠역 철도 안내소 087-825-1701

다카마츠공항 터미널빌딩 종합 안내소 087-835-8110

[리무진 버스 정보]

공항에서 다카마츠역, 고토히라, 마루가메 지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한국어 안내방송과 차내에 

설치된 전광판에 정류장/요금 정보를 한글로 띄워주어 일본어를 모르는 여행객이라도 전혀 걱정 없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  *비행기 시간에 따라 운행시각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에서 시간표를 체크하도록 하자.

다카마츠역행 리무진 버스  http://www.kotoden.co.jp/publichtm/bus/limousine/index-en.html
고토히라행 리무진 버스  http://kinkuubus.jimdo.com/
미토요시행 리무진 버스   https://www.kotobus-express.jp/udon_airport_shuttle/
마루가메행 리무진 버스   http://www.kotosan-limousine.com/
칸온지행 리무진 버스   https://www.k-sss.com/limousine

[다카마츠 공항 수하물 택배서비스]

오전에 카가와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한다면 다

카마츠 공항의 인포메이션에서 수하물 택배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코인로커를 찾거나 일

부러 호텔에 들릴 필요 없이 캐리어를 택배로 호텔

로 보내고 바로 나오시마, 고토히라 등 관광지로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접수 장소 : 다카마츠 공항 1층 인포메이션 센터  요금 : 수하물 1개당 1,500엔(현금만 가능)  접수 시간 : 8:30~13:00까지 접수

하면 카가와현 내의 호텔 및 여관으로 당일 택배 서비스 가능(일부 섬의 경우는 10:00까지 접수하면 택배서비스 가능)

1. 출국장에서 우측을 향해 걸어가면 안내 데스크와 함께 리무진 버스 티켓 자판기가 있다.

2. 원하는 목적지를 누르고 금액을 투입하면 티켓이 나온다.

3. 이 티켓을 들고 승강장으로 가서 리무진 버스를 탑승. 내릴 때 표를 제출하면 OK.

▶요금 : 780엔 (JR다카마츠역 기준 / 요금은 운행거리에 따라 다름)　

        ＊2020년 3월 기준

공항 ⇢ 다카마츠 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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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 와 현  교 통 편  이 용 안 내

JR다카마츠역

[주요 정거장]

다카마츠역행 다카마츠공항 리츠린공원 앞 가와라마치 JR다카마츠역효고마치 다카마츠칫코

약 25분(700엔) 약 10분(720엔) 약 10분(780엔)(760엔)

고토히라행 다카마츠공항 야치요 JR고토히라역 고토산가쿠호텔 오사초

약 40분(1,500엔) (1,500엔) (1,500엔) (1,500엔)

칸온지 방면행 다카마츠공항 고속 마루가메 고속 젠츠지 고속 칸온지

약 30분(1,000엔) 약 5분(1,200엔) 약 15분(1,600엔)

미토요시·치치부가하마행 다카마츠공항 미토요 시약쇼 유메타운 미토요 치치부가하마

약 75분(2,000엔) 약 10분(2,000엔) 약 25분(2,000엔)

마루가메행 다카마츠공항 아야가와역

고속마루가메

사카이데역

젠츠지 인터 BT

우타즈역 미나미구치

아파호텔 마루가메

마루가메역

마루가메역 오쿠라호텔 마루가메

약 20분(500엔)

약 25분(1,000엔)

약 30분(1,000엔)

약 10분(1,200엔)

약 10분(1,100엔)

약 15분

약 13분(1,200엔)

약 5분 약 10분

[관광정보 문의]

카가와·다카마츠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 

087-826-0170    

다카마츠공항 인포메이션센터

087-814-3355

▶종류별 가격  

종류 3일권 4일권 5일권 7일권

성인 9,500엔 10,500엔 11,500엔 13,500엔

소인(6~11살) 4,750엔 5,250엔 5,750엔 6,750엔

＊일본 현지에서의 구입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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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토 우 치 국 제 예 술 제

S e t o u c h i  T r i e n n a l e  

세토내해의 섬들을 무대로 펼쳐지는 현대 아트 제전. 세계적인 건축가와 아티스트,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만든 작품들이 전시된다. 단순한 작품 감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섬이 가진 역사, 문화, 생활 등을 모두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세토내해를 

배로 오가며 섬의 자연과 문화에 녹아든 예술 작품을 직접 체험하고 감상해보는,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의 예술제.

▶ https://setouchi-artfest.jp

keisuke Yamaguchi “Walking 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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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 와  만 의  매 력 1

▶ 다카마츠항 → 미야노우라항

다카마츠항 08:12 *09:05 10:14 *11:30 12:40 15:35 *17:05 18:05 *20:30

미야노우라항 09:02 *09:35 11:04 *12:00 13:30 16:25 *17:35 18:55 *21:00

▶ 미야노우라항 → 다카마츠항

미야노우라항 07:00 *08:30 09:07 *10:00 11:30 14:20 *16:25 17:00 *19:45

다카마츠항 08:00 *09:00 10:07 *10:30 12:30 15:20 *16:55 18:00 *20:15

*표시의 시간대는 고속선

▶시코쿠기선 四国汽船   ☎ 087-821-5100   www.shikokukisen.com/en

▶ 다카마츠항 → 메기지마 → 오기지마

다카마츠항 08:00 *09:10 10:00 *11:10 12:00 *13:10 14:00 *15:10 16:00 *17:10 18:10 *18:40

메기지마 08:20 *09:30 10:20 *11:30 12:20 *13:30 14:20 *15:30 16:20 *17:30 18:30 *19:00

오기지마 08:40 10:40 12:40 14:40 16:40 18:50

▶오기지마 → 메기지마 → 다카마츠항

오기지마 07:00 09:00 11:00 13:00 15:00 17:00

메기지마 07:20 *08:10 09:20 *10:10 11:20 *12:10 13:20 *14:10 15:20 *16:10 17:20 *18:10

다카마츠항 07:40 *08:30 09:40 *10:30 11:40 *12:30 13:40 *14:30 15:40 *16:30 17:40 *18:30

*표시의 시간대는 여름 임시편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운행)

▶훼리 메온(フェリーメオン）  https://meon.co.jp/access

▶ 다카마츠항 → 도노쇼항 (1시간 소요)

다카마츠항 06:25 07:20 08:02 09:00 09:55 10:40 11:35 12:35

도노쇼항 07:25 08:20 09:02 10:00 10:55 11:45 12:42 13:35

▶ 도노쇼항 → 다카마츠항 (1시간 소요)

*고속선의 경우 35분 소요 - 성인 1,190엔, 소인 600엔

야간편 1일 1편 운행 - 성인 1,580엔 소인 790엔

(다카마츠항 21:30 → 도노쇼항 22:05 / 도노쇼항 20:50 → 다카마츠항 21:25)

▶시코쿠훼리그룹 四国フェリーグループ   ☎ 087-851-0131   www.shikokuferry.com/

도노쇼항 06:36 07:35 08:35 09:25 10:20 11:20 12:20 13:53

다카마츠항 07:36 08:37 09:35 10:25 11:25 12:25 13:25 14:53

도노쇼항 14:45 15:45 16:30 17:30 18:40 19:30 20:10

다카마츠항 15:50 16:55 17:35 18:35 19:45 20:35 21:15

다카마츠항 13:40 15:10 16:00 17:20 17:50 18:45 20:20

도노쇼항 14:40 16:15 17:00 18:25 18:55 19:45 21:20

나 오 시 마  훼 리 시 간 표

오 기 지 마 · 메 기 지 마  훼 리 시 간 표

쇼 도 시 마  훼 리 시 간 표

다음 예술제는

2022년도에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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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 컴  투  아 트  아 일 랜 드   

W e l c o m e  T o  A r t  I s l a n d

섬 전체가 미술관이 된 ‘나오시마’

자연과 예술의 이상적인 조화를 이룬 ‘데시마’

올리브섬에서 예술섬으로의 변신을 꿰하는 ‘쇼도시마’

설화의 무대에서 작품의 무대가 된 ‘오기지마, 메기지마’.

이 섬들의 이름은 아트를 사랑하는 세계인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섬들이 가진 매력에 예술을 더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은 세토우치의 섬들과 사람들.

이곳 카가와에서, 세계의 아이디어가 모여 미래를 개척하는 큰 원동력을 낳은 기적의 섬들과 만나볼 수 있다.
11

카 가 와  만 의  매 력 3

면 의  왕 국  카 가 와  

麺 の 王 国 香 川

생산량, 소비량 모두 일본 제일을 자랑하는 ‘사누키 우동’과

‘쇼도시마 소면’의 고장 카가와현.

현내 어느 곳을 거닐어도 바로 발견할 수 있는 수많은 우동가게.

빨래처럼 파란 하늘에 나부끼는 햇볕에 소면을 말리는 풍경 등은,

오직 카가와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맛있는 장면이다. 

2011년 "우동현 그것만이 아

닌 카가와현" 프로젝트 시작 

사누키 우동을 앞세우고 ''우

동현"으로 개편. 일본 전국에 

화제를 일으켰다.

카 가 와  만 의  매 력 2



나오시마 센토
아이러브유

Little Plum

시나몬

우미노에키

빨간호박

미야노우라항

집프로젝트

B

B

B

B

B

B
B

B

B

B

B
B

B B

B

버스정류장 표시B

지중미술관
베넷세하우스

이우환미술관지중미술관

츠츠지소

도미토리인 쿠론

편의점

나오시마초 동사무소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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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보 & 자전거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나오시마는 그야말로

‘지상낙원’!

미야노우라      혼   무   라  

혼   무   라      고   탄   지 

미야노우라      고   탄   지 

- 렌탈 사이클 : 대부분 민박집이나 카페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대여장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항구 내 안내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약 2.2km (도보 30분, 자전거 10분)

약 1.8km (도보 25분, 자전거 8분)

도보 35분, 자전거 15분

하루에 걸쳐 느긋한 섬 산책도 할 만하지만 훼리와 버스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 방문 희망 미술관이나 장소 등을 미리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둘러보는 것이 좋다.

나오시마, 이렇게 즐기자!

냐 옹 ~

① 이시바시
② 하이샤
③ 고카이쇼
④ 가도야
⑤ 고오진자

⑥ 미나미데라
⑦ 긴자
⑧ APRON CAFE
⑨ 오오미야케
⑩ 아이스나오
⑪ 마이마이

혼무라항

각 집에 전통과 가문을 생각해서 디자인한 
노랜(조각보)을 집 입구에 걸어놓은 프로젝트

▶ 노랜프로젝트

B

1

2

4

5

6

B

B

JA 농협

우체국

동사무소 3

8

9

10

7

11

미야노우라Area        혼무라Area        고탄지Area  

베넷세하우스 뮤지엄

M A P

12

Art Island Naoshima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 아트의 성지 나오시마.

걸음마다 눈에 잡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빼어난 예술 작품에 감탄하고,

따뜻한 인심과 평화로운 풍경에 다시 감동하게 되는 곳.

카가와현을 대표하는 아트 아일랜드 나오시마는 방문하는 모든 이에게 

신선한 활력을 선사한다.

비교적 작은 섬인 나오시마. 나오시마쵸영버스, 베넷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장내 셔틀버스, 

렌탈 자전거 혹은 도보로 어느 곳이든 충분히 이동할 수 있다.

Ⅰ. 나오시마쵸영 버스

미야노우라항에서, 집프로젝트가 있는 혼무라지구, 

고탄지Area 초입(츠츠지소)까지 운행. 종점에서 하차 후 도보 이동이나 

베넷세에서 운영하는 장내 셔틀버스(무료)를 탑승.

요     금_ 성인 100엔, 소인 50엔

Ⅱ. 베넷세 아트사이트 나오시마 장내 셔틀버스

베넷세 하우스 ~ 이우환 미술관 ~ 지중미술관을 묶는 Area 내 무료셔틀버스

*고탄지(미술관)Area 내의 자동차 반입은 금지하고 있다. (숙박객 제외)

다카마츠 시내 근처의 항구에서 훼리를 이용해 이동 가능하다.

JR 다카마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인 다카마츠항에서 나오시마까지는 약 50분이 소요

되며 돌아오는 편은 그보다 10분이 더 걸린다. 고속선을 이용시 약 25분 소요.

요     금_ 성인 520엔(왕복 990엔), 소인 260엔 (고속선 - 성인 1,220엔, 소인 610엔)

나 오 시 마 를  향 해

나 오 시 마  교 통 편

훼리시간표는
8p참조!

나 오 시 마

N A O S H I M A

Bamboo 
Village

카페 살롱 
나카오쿠

노랑호박

호텔(파크/비치)
B

호텔(오발)

H

H

미술관구역 
셔틀버스

쵸영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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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 미 술 관

地 中 美 術 館

이 우 환 미 술 관

李 禹 煥 美 術 館

세토내해의 경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건물 대

부분이 지하에 매설된 독특한 구조의 미술관. 

지하에 있으면서 자연광을 느낄 수 있다. 하루

의 시간과, 사계절에 따라 작품과 공간의 표정

을 달리하는 이곳 역시 <자연과 인간을 생각하

는 장소>를 테마로 안도 다다오가 만든 아트 

스페이스다. 클로드 모네, 제임스 터렐, 월터 

드 마리아 세 작가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각 

작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설

계된 최적의 장소로서의 의미 또한 깊다.

세계가 인정하는 거장 ‘이우환’과 ‘안도 다다오’, 

두 사람의 콜라보레이션을 담은 미술관. 바다와 

산에 둘러싸인 골짜기에 위치한 이곳은 자연과 

건물, 작품의 3요소가 조용히 조화를 이루며 단

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선 사색에 가까운 엄숙한 

시간을 선사한다.

Lee Ufan Museum   Photo:Tadasu Yamamoto

관람시간_ 3~9월 10:00~18:00 （최종입장 17:00)
10~2월 10:00~17:00 （최종입장 16:00)

휴     관_   매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 개관, 단 익일 휴관), 
정비기간(매년 6월, 2월 (홈페이지 참조))

관 람 료_ 2,100엔. 15세 이하 무료
 (2018년 8월부터 온라인 티켓 예약제로 변경)

전     화_ 087-892-3755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art/chichu.html
교 통 편_ 이우환미술관에서 도보 10분,

장내 셔틀버스 탑승시 3분

관람시간_ 3~9월 10:00~18:00 （최종입장 17:30)
10~2월 10:00~17:00 （최종입장 16:30)

휴     관_ 매주 월요일 (공휴일의 경우 개관, 
단 익일 휴관)

관 람 료_ 1,050엔. 15세 이하 무료

전     화_ 087-892-3754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art/lee-ufan.html 
교 통 편_ 베넷세하우스 뮤지엄에서 도보 10분

장내 셔틀버스 탑승시 3분

Claude Monet ‘Water-Lily Pond’ c.1915-26  Photo:Noboru 

Morikawa (위) / Chichu Art Museum  Photo:FUJITSUKA 

Mitsumasa (아래)

1941년 출생.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인 안

도 다다오는 독학으로 건축을 배운 것으로 유명하

다. 1969년 안도 다다오 건축 연구소를 설립. 일본 건

축 학회상을 수상한다. 이후 프리츠커상, 프랑스 예술

문화훈장(슈발리에) 등 세계 주요 건축상을 휩쓰는 한

편, 미국의 예실, 콜롬비아, 하버드 대학의 객원교수를 

역임. 현재 도쿄대학의 명예 교수로 재임 중이다. 계

속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 건축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는 중.

안도 다다오

나오시마나오시마에서 아트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활력을 잃

어가던 나오시마를 세계인의 관심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예술의 성지로서 탈바꿈

시켜준 기적의 아이템이기에. 교육 관련 기업 베넷세 홀딩스와 후쿠다케재단이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

다오와 여러 예술가,그리고 섬 주민들의 협력을 더해 나온 작품. 나오시마는 이미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이 되었다.

베 넷 세 하 우 스

ベ ネ ッ セ ハ ウ ス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시설로 아트 프로젝트의 시작

점인 종합 문화 예술 시설. 일본의 대표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전체 설계를 담당한 미술관 겸 호

텔,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인 곳이다. 예술과 휴식, 

그리고 자연이 조화된 이 공간 하나로 나오시마가 

왜 아트 아일랜드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Benesse House  Photo:Tadasu Yamamoto

Yayoi Kusama “Pumpkin” 
Photo: Shigeo Anzai

관람시간_ 8:00~21:00 (최종입장 20:00) 

휴     관_ 연중무휴

관 람 료_ 1,050엔. 15세 이하 무료

전     화_ 087-892-3223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
art/benessehouse-museum.html
[뮤지엄]

http://benesse-artsite.jp/
stay/benessehouse/ [호텔]

교 통 편_ 버스정류장 ‘츠츠지소’(つつじ荘) 하차 후
장내 셔틀버스 탑승 (약 5분 소요)

Tip. 고탄지(미술관) Area를 이동할 땐, 반드시 주변을 체크해보자! 

무심코 지나치려던 잔디밭 위, 나무 뒤 숨겨진 공간, 

넘실대는 바닷가 절벽 등. 놀라운 감동을 줄 여러 작품들이 

말그대로 걸음이 닿는 곳마다 숨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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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넷 세 하 우 스 호 텔 

ベ ネ ッ セ ハ ウ ス  ホ テ ル

나오시마 유일의 호텔로, 총 4곳(뮤지엄, 오발, 파크, 

비치)의 각기다른 테마의 숙박시설로 구성되어 있

다. 오발은 뮤지엄에서 언덕까지 모노레일로 이동, 

물의 정원을 배치한 안도 다다오 특유의 건축미가 

정점을 이루는 곳이다. 세토내해를 내려다보는 전망

도 각별하다.

Benesse House Oval  Photo:Tomio Ohashi (오른쪽)

Benesse House Oval Guest Room (왼쪽)

Benesse House Museum Cafe   Photo:SUZUKI Shin´ Benesse House Terrace Restaurant   Photo:Osamu Watanabe

뮤지엄카페 
ミュージアムカフェ　　

 
자유롭게 각종 아트 관련 서적을 읽으며 바다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카페. 

>> 뮤지엄 2층

   10:00~17:00 (L.O. 16:30)

우미노 호시 테라스 레스토랑

テラスレストラン 海の星 Etoile de la mer

세토내해를 앞에 두고 당일 입수한 신선한 식재료로 만

든 요리를 즐기는 곳. 스테라마리스(프랑스)의 오너 셰프 

‘요시노 켄’이 어드바이징하는 레스토랑으로도 유명하다.

>> 파크동 인접

아침 : 07:30~09:30  2,662엔 / 저녁 : 18:00~ 

(L.O. 21:00)   9,680엔·13,310엔 코스

C A F E  &  R E S T A U R A N T

* 뮤지엄과 오발의 경우, 느긋한 휴식을 위해 초등학생 미만의 숙박객은 받지 않으니 유의하자.

* 0~5세의 유아는 같은 방 사용을 조건으로 숙박 무료(파크, 비치 한정)

집 프 로 젝 트

家 プ ロ ジ ェ ク ト

나 오 시 마  센 토

아 이 러 브 유  

直 島 銭 湯 　 「 I ♥ 湯 」

현지 주민과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진행된 아

트 프로젝트. 나오시마의 메인 키워드인 ‘자연

과 아트’를 넘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프로

젝트다. 낡은 가옥을 보수해 집이란 공간 그 

자체를 작품화한 ‘아티스트의 집’. 일상 속에 

스며있는 예술이란 점에서 나오시마의 정체성

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현재 혼무라 Area 

안에 「가도야角屋」, 「미나미데라南寺」, 「긴자

きんざ」, 「고오진자護王神社」, 「이시바시石
橋」, 「고카이쇼碁会所」, 「하이샤はいしゃ」 총 

7곳이 운영되고 있다.

집프로젝트에도 참여한 아티스트 ‘오오타케 신로’가 

「질리지 않는 것」을 테마로, 종래에는 없는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의 작품을 실현한 곳. 실제 나오시마 

도민이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인 한편, 여행객들의 관

광명소이기도 하다. 화려한 외관만큼이나 톡톡 튀는 

개성으로 중무장한 내부 또한 압권. 전신으로 아트

를 체험하는 이색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시     간_ 10:00~16:30

휴     일_ 매주 월요일
(공휴일의 경우 개관, 단 익일 휴관)

요     금_ 1곳당 420엔, 공통티켓 1,050엔 
(‘긴자’ 제외 전부 관람가능)

전     화_ 087-892-3223 (베넷세하우스)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
art/arthouse.html

교 통 편_ 쵸영버스정류장 ‘노쿄마에(農協前)’ 
하차 후 바로

시     간_ 13:00~21:00 (최종입장 20:30)

휴     일_   매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 개관, 단 익일 
휴관), 정비기간은 임시휴관

요     금_ 660엔, 15세 이하 310엔(3세 미만은 무료)

전     화_ 087-892-2626 (나오시마쵸관광협회)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
art/naoshimasento.html

교 통 편_ 미야노우라항에서 도보 5분

Art House Project “Kadoya” Tatsuo Miyajima “Sea of Time  

’98”  Photo: Norihiro Ueno (위) / Art House Project “Kadoya”  

Photo: Norihiro Ueno (아래)

Shinro Ohtake Naoshima Bath ‘I♥湯’ 
Photo:Osamu Watanabe  

타올, 티셔츠 등 

감각적인 한정상품도 판매중!



도미토리인 쿠론 ドミトリーin 九龍

나오시마 고향 바다의 집 “츠츠지소”
直島ふるさと海の家　つつじ荘

2005년 OPEN 이래 끊임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친근한 분

위기의 도미토리. 저렴한 가격 대비 청결한 시설과 다양한 교

류가 이루어지는 휴게실이 이곳의 자랑. 2층 침대로 구성된 

방 3개가 있으며, 휴게실에선 무료로 PC를 사용할 수 있다.

나오시마에서 가장 바다에 가까운 숙소. 탁 트인 바다와 잔디, 캠핑존 

같은 구성은 마치 여행 속의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 몽골식 숙박 텐트 

“파오”, 바다와 마주하는 오두막집 형식의 다다미방 “화실코티지”, 캠핑

카의 기분을 만끽하는 “트레일러 하우스” 등 다양한 스타일의 숙박시

설이 구비되어 있다. 쿠사마 야요이의 ‘노란 호박’까지 도보 2분, 베넷세

하우스까지 도보 10분으로 최적의 위치를 자랑한다.

    체크인 17:30~22:00, 체크아웃 11:00 / 1인 3,240엔 

☎ 090-7974-2424 / http://domi-kowloon.com/index.php  

 미야노우라항에서 도보 2분

   체크인 15:00~21:00, 체크아웃 ~10:00 / 파오 1인 3,850엔~, 트

레일러하우스 1대 8,800엔~, 화실 1인 4,840엔~ / ☎ 087-892-

2838 / www.tsutsujiso.com /  미야노우라항에서 나오시마쵸영버

스 ‘츠츠지소(つつじ荘)’ 정류장 하차

시나몬 Cin.na.mon

오래된 민가를 개조해 1층은 카페&바, 2층은 숙박처로 

운영중인 곳. 모던한 인테리어와 독특한 조화를 이루

는 다다미방(총3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산물을 좋

아한다면 1층에서 판매하는 ‘나오시마 카레(900엔)는 

반드시 먹어볼 것.

   체크인 17:00~21:00, 체크아웃 09:30(카페&바 

11:00~15:00, 17:00~22:00) / 4,000엔 (조식포함) / 

 cafe 매주 월요일 ☎ 087-840-8133 / www.cin-
na-mon.jp   미야노우라항에서 도보 7분

TIP. 여름은 야외 바비큐, 

가을~봄은 넓은 실내에서의 냄비요리를 즐길 수 있다.

계절.수량 한정판매! 

한입으로 먹는 팜프킨

케익 350엔!
숙박
Cafe

숙박

숙박
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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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심식 아이스나오 玄米心食あいすなお

유기농 현미와 신선한 야채로 만든 웰빙 일본 가정식

을 선보이는 곳. 씹는 질감이 남다른 밥 메뉴 이외에

도 쇼도시마 소면을 이용한 요리도 맛볼 수 있다. 보

기만 해도 건강함이 느껴지는 디저트도 이곳의 백미.

다실 오오미야케 茶寮おおみやけ

문화재로 등록될만큼 오랜 역사와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저택에서의 티타임. 10명 이상의 단체는 사전

예약시 실내 다다미방에서 일본식 정원을 조망하며         

식사도 할 수 있다. 여럿이 숙박 가능한 다다미방과 

콘도식 게스트 하우스의 민박도 함께 운영중이다.

Little Plum

아이러브유 옆에 위치한 카페&Bar. 자전거 렌탈과 게스

트 하우스도 운영하고 있다. 직접 만든 드라이 카레가 

인기메뉴로 미야노우라항과 매우 가까워 페리를 기다

리며 차 한잔하며 휴식하기 좋다. 카페의 커다란 창문으

로 아이러브유의 숨어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세토

우치의 후지산’을 감상할 수 있는 점 또한 매력이다.

 화~토요일 18:00~21:00  일요일, 월요일 / 자

전거 렌탈 500엔, 전동 자전거 1,500엔 / ☎ 080-

1906-3751 / http://www.littleplum.net /  미야노우

리항에서 도보 2분

숙박
Cafe

숙박
Cafe

Cafe
BAR

나오시마 오리지널 맥주!

선물로도 인기!

나오시마에서는 식사 시간마저도 

하나의 예술이 된다.나 오 시 마

F O O D & S T A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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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16:00(매진되는대로 폐점) /  매주 월

요일, 부정기 휴일 / ☎ 087-892-2328 / http://
oomiyake.jp /  집 프로젝트 ‘고카이쇼’, ‘긴자’ 맞

은편

    11:00~17:00(L.O. 15:00)  월요일(공휴일의 경우 영업)

아이스나오 셋트 1,000엔, 수제 두유 아이스크림 350엔

☎ 087-892-3830 / http://aisunao.jp /   혼무라 집 프

로젝트 ‘긴자’ 입구 맞은편

▶나오시마의 식당은 대체로 모두 일찍 닫기 때문에 오후 5시 이전엔 꼭 저녁을 먹어두는 게 좋다.

▶나오시마의 편의점은 딱 한 곳, 숙박에 필요한 물품&간식들은 미리 구입하도록 하자.



마이마이 maimai

Bamboo Village
베넷세하우스 기념품숍

잇센 一扇

Apron Cafe

카페 살롱 나카오쿠 カフェサロン中奥

혼무라 골목 사이에 숨겨진 나오시마의 맛집. 하와이 

유학파 사장님의 영향으로 점포에도 하와이스러운 

느낌이 가득하다. 카가와현에서 잡힌 하마치(방어새

끼)로 만든 피쉬버거, ‘나오시마 버거’는 자타공인 명

물이다.

 11:00~17:00 /  부정기 휴일 / 나오시마 버거 

640엔~, 로코모코 600엔 / ☎ 090-8286-7039 / 

http://maimaipj.exblog.jp /  혼무라 안도 뮤지엄

에서 도보 2분

혼무라의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한 게

스트하우스. 아름

다운 정원을 시작

해 곳곳에 예술작

품이 설치되어 있어 마치 갤러리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인테리어가 매력

으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

 체크인 16:00~, 체크아웃 10:00 / 1인 4,500엔~ 

(조식포함) / ☎ 087-892-3739 / http://www.
bamboovillage37.com /  혼무라 집 프로젝트 

‘미나미데라’에서 도보 5분

노란호박 앞 해변에 자리한 기념품숍. 베넷

세하우스의 아기자기하고 컬러풀한 아이템

들이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다. 지중미술관 

기념품숍에서 깜빡하고 구매하지 못한 아

이템들이 있다면 이곳에서 만회할 수 있다.

 8:30~19:00 / 연중무휴 / ☎ 087-

892-3223 / http://benesse-artsite.jp/
stay/benessehouse/shop.html /  츠츠

지소 정류장에서 도보 5분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지하 1층에 위치한 일식레스토랑. 아름다운 세토우치

해를 감상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정갈하고 깔끔한 요리가 인기이며 그 

중에서도 서랍장 모양의 도시락에 담겨 나오는 런치메뉴가 유명하다. 저녁 

코스는 2부로 나뉘어 예약제로 운영되니 주의하도록 하자.

 아침 7:30~9:30, 점심 11:30~14:30(L.O. 14:00), 저녁 18:00~19:45 / 

20:00~21:45(저녁은 예약 필요) /  연중무휴 / 아침 2,662엔, 점심 2,240엔~ 

☎ 087-892-3223 / http://benesse-artsite.jp/stay/benessehouse/
restaurant.html /  베네세하우스 뮤지엄 B1F

계절마다 바뀌는 런치메뉴는 맛은 물론이고 세토우치와 나오

시마에서 나는 싱싱한 식재료를 사용해 인기가 많다. 계절에 맞

춰 재료가 바뀌는 스콘 또한 인기메뉴. 가게 안에는 아트 작품

도 전시되어 있어서 보는 즐거움도 느낄 수 있다.

혼무라 안쪽에 자리하고 있는 레스토랑&카페로 나오

시마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런치에 먹을 수 있는 

보들보들한 계란이 올라가 있는 오므라이스가 인기 

메뉴이다. 취향에 맞춰 토마토 소스나 카레 소스 중에 

골라서 먹을 수 있다. 비교적 늦게까지 영업을 하므로 

혼무라에서 느긋하게 저녁을 보내고 싶다면 추천한다.

 런치 11:30~15:00, 디너 17:30~21:00 /  화

요일, 부정기 휴일 / ☎ 087-892-3887 / https://
cafesalon-naka-oku.jimdofree.com/ /  혼무라 집 

프로젝트 ‘미나미데라’에서 도보 5분

 11:00~16:00 /  월요일, 매월 휴무일이 

바뀌므로 홈페이지를 참조 / 런치 1,100엔~ / 

☎ 087-892-3048 / https://www.facebook.
com/aproncafe.naoshima /  혼무라 집 프

로젝트 ‘카도야’에서 도보 1분

2120

식사
Cafe

식사

Cafe

식사
Cafe

숙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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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시마, 이렇게 즐기자! 올리브 밭

귤밭

시마키친

스톰하우스 

데시마미술관

심장소리의
아카이브

연못

가라토항

이메우라항

데시마 교류센터
(데시마 관광협회)

우미노레스토랑

신사

시야 300°의 전망대
단산 (표고 340m)

오카자키 공원

석양이 아름답게 보인다

세토대교, 섬들을 볼 수 있다

여름에 
시원한 용수가 나오는 곳

옛날 거리를
  지금도 볼 수 있다  

부드러운 모래,
벗꽃 조개를 찾을 수 있을지도!

석양이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곳

거북이
  잠자리, 송사리

바늘공장데시마 요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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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내해를 조망하는 작은 계단식밭 한곳에 위치

한 데시마 미술관. 물방울 형태의 콘크리트 쉘 구조

로, 내부에 기둥이 단 1개도 없는 독특한 건축 양식

을 보여준다. 바람과 빛이 쏟아들어오는 2개의 개

구부를 통해, 자연과 건물이 호응하는 유기적인 공

간을 펼쳐보이고 그 안에선 하루간 이루어진 ‘샘’이 

탄생한다. 자연, 건축, 아트가 일체가 되어 계절과 

시간의 변화에 따라 무한의 표정을 보여주는 곳. 

시     간_ 3월~10월 10:00~17:00 (최종입장 16:30)
11월~2월 10:00~16:00 (최종입장 15:30)

휴     관_ 매주 화요일 (3월~11월), 화요일~목요일 (12월~2월)
 *공휴일의 경우 개관, 익일 휴무,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개관, 익일 수요일 휴무 

요     금_ 1,570엔 (15세 이하 무료)             

전     화_ 0879-68-3555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
art/teshima-artmuseum.html

교 통 편_ 이에우라항에서 버스 15분

Teshima Art Museum   Photo: Noboru Morikawa (위)

Rei Naito “Matrix” 2010   Photo: Noboru Morikawa (아래)

데 시 마 미 술 관

豊 島 美 術 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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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Island Teshima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인 세토내해 국립공원 한가운데에 위치한 데시마는, 온난한 기후와 전

답을 적시는 천연 용수를 갖춘 풍부한 자연의 섬이다. 완만한 경사면을 지닌 계단식 논밭 

너머로 평화로운 세토내해를 바라보는 특권은 오직 이곳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혜택이다. 

2010년에 세토우치 예술제의 첫 무대가 되어,전원 풍경에 녹아든 현대 아트와 다양한 음식

이 특징인 테시마. 또다른 보물섬인 이곳을 주목하자. 

다카마츠항에서부터 이에우라항까지 고속선으로 운행. 

편도 약 35분이 소요되며, 나오시마의 ‘혼무라’항을 경유할 시 50분이 소요된다.

요     금_ 성인 1,350엔
‘혼무라’항을 경유할시, 다카마츠항에서 혼무라까진 1,220엔, 혼무라에서 이에우라항은 630엔이 소요된다.

▶ 계절에 의해 운행상황이 변경되므로, 최신 정보를 반드시 체크하자. 
    데시마 훼리 豊島 フェリー : http://t-ferry.com/time.html

데 시 마 를  향 해

데 시 마  교 통 편

Ⅰ. 셔틀버스

항구에서 내려 데시마 셔틀버스(1회 200엔)를 타면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작품 전시장소를 돌아볼 수 

있다. 1일 총 6~7회 운항하며 상세 시간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 홈페이지 :   https://teshima-navi.jp/ 
access/#move

Ⅱ. 렌털 사이클 

이에우라 항 근처에 5곳, 가라토 항 근처에 2곳 총 7곳의 자전거 대여

소가 있다. 

▶ 데시마 관광 협회

 09:00~16:00 / 매주 화요일 휴무 / 4시간 이내 1,000엔, 1시간 추

가시 100엔 씩 추가 / ☎ 0879-68-3135 

▶ 세토우치 카렌 

 08:30~17:00 / 데시마 미술관 휴관일에 맞춰 휴무 / 전동자전
거 1일 1,800엔 / 전동 스쿠터 1일 3,800엔 / ☎ 050-3357-1404

이 에 우 라 항  데 시 마  미 술 관   

데시마 미술관  가 라 토 항  

가 라 토 항  심장소리의 아카이브

버스 15분, 자전거 30~40분

버스 3분, 자전거 5분, 도보 15분

자전거 5분, 도보 15분

전동 자전거 있음!

큰 수하물은 카운터 및 코인라커에 맡겨주세요!

1. 데시마는 상당히 넓고 언덕이 많은 섬이기에 보통 자전거보단 
   전동 자전거를 이용함이 보다 여행의 피로를 덜 수 있다.
2. 풍부한 자원으로 자급자족의 섬인 데시마.
   이곳의 자랑인 청정 식재료를 사용한 향토요리는 반드시 맛볼 수 있도록!

T E S H I M A

데 시 마 M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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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 있던 민가를 리모델링하여 예술 작품 속

에서 숙박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는 

곳이다. 건물 내부에는 데시마에서 자란 레몬 

향기가 가득하다. 숙박은 하루에 한 팀만 가능

하며, 숙박자는 이른 아침 레몬 빛 햇살 속에 

눈을 뜨고 레몬을 테마로 한 다양한 체험도 즐

길 수 있다.

레 몬 호 텔  

檸 檬 ホ テ ル

시     간_ 12:00~15:00 (최종입장 14:30)

휴     일_ 화요일~수요일
  (월요일,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수요일 

개관)
 *12~2월은 화요일~목요일 휴관

관 람 료_ 500엔 *온라인 티켓 구매 필수

홈페이지_ http://lemonhotel.jp
교 통 편_   ‘가라토오카슈카이죠 마에(唐櫃岡集会所

前)’ 정류장 하차 도보 5분

‘음식과 아트’라는 새로운 컨셉의 복합 예술 공간. 

낙농으로 유명한 데시마의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

을 잇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만든 식당이자 만남의 

장이다. 도쿄 특급 호텔 쉐프의 어드바이스 아래 데

시마의 어머니들이 자랑의 식재료를 사용해 독창적

인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시 마 키 친  

島 キ ッ チ ン

시     간_ 11:00~16:00(Food L.O. 14:00/Drink L.O. 15:30)

휴     일_ 매주 화~금요일(토·일·월요일, 공휴일만 운영)

요     금_ 시마키친세트 1,620엔, 디저트세트 750엔

전     화_ 0879-68-3771

홈페이지_ http://shimakitchen.com/
교 통 편_ 이에노우라항에서 셔틀버스타고 12분

‘시미즈마에(清水前)’ 정류장 하차 도보 3분

전세계 사람들의 심장소리와 만나볼 수 있는 

작은 미술관. 시설 내에는 설치미술이 전시되

어 있는 「하트 룸」, 전세계로부터 모은 심장소

릴 PC로 검색해 들을 수 있는 이색 감상실 「리

스닝 룸」, 그리고 희망자에 한해 자신의 심장

소리를 직접 녹음, 작품에 참여 할 수 있는 「레

코딩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 장 소 리 의  아 카 이 브 

心 臓 音 の ア ー カ イ ブ

시     간_ 3월~10월 10:00~17:00 (최종입장 16:30)
11월~2월 10:00~16:00 (최종입장 15:30)

휴     관_ 매주 화요일 (3월 ~11월)
화요일~목요일 (12월~2월)

요     금_ 520엔 (15세 이하 무료) 

전     화_ 0879-68-3555 (데시마미술관)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
art/boltanski.html

교 통 편_ 이에우라항에서 셔틀버스타고 17분
가라토항 하차 도보 15분

Christian Boltanski “Les Archives du Coeur” 

 Photo: Kuge Yasuhide

“Shima Kitchen” Ryo Abe   Photo: Osamu Nakamura

여름방학 할머니집에 놀러 온듯한 집에서 폭

풍우가 몰아쳤다가 지나가는 약 10분간을 체

험 할 수 있다. 다다미방에 앉아 있으면 정말 

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리

얼하게 재연되어 있다.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

고 재미있는 체험형 작품이다.

스 톰 하 우 스 

ス ト ー ム · ハ ウ ス

시     간_ 09:30~16:30

휴     관_ 홈페이지 참조

요     금_ 300엔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art/stormhouse.html
교 통 편_ ‘카라토오카슈카이죠 마에(唐櫃岡集会所前)’ 정류장 하차 도보 2분

Janet Cardiff & George Bures Miller “Storm House” 

Photo: SUZUKI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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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늘 공 장 

針 工 場

우 미 노  레 스 토 랑 

海 の レ ス ト ラ ン

세토내해를 전망할 수 있는 테라스에서 식사

를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세토내해에서 잡힌 

신선한 생선과 데시마에서 자라고 수확한 쌀, 

채소, 소고기 등의 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런치 11:00~15:00, 카페 15:00~17:00, 디너 

18:00~21:00 (예약필수) /  3월~11월 화요일, 셋

째주 수요일, 12월~2월 화~목요일 / ☎ 0879-68-

3677 / 런치: 세토우치 볼 1,650엔 / www.chc-co.
com/umi/ /  이에우라항에서 도보 15분

이누지마에 남은 동(銅)제련소의 옛날 건축의 잔존물을 보존·

재생한 미술관.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건축과 일본

의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 ‘미시마 유키오’를 모티브로 

한 근현대를 상징하는 아트 작품이 공존한다. 「유산·건축, 아

트, 환경」에 의한 새로운 지역 창조의 모델로서 순환형 사회를 

의식한 프로젝트.

 09:00~16:30(최종입장 16:00) /  매주 화요일(3월 ~11월), 화요일~목요일(12월~2월) / 2,100엔(이누지마
집프로젝트 공용티켓), 15세 이하 무료 / ☎ 086-947-1112 / http://benesse-artsite.jp/art/seirensho.html /  
 이누지마항에서 티켓센터까지, 항구에서 하선 후 바로 

이누지마 정련소 미술관 犬島精錬所美術館 Inujima Seirensho Art Museum   
Photo：Daici Ano

이누지마로...

Shinro Ohtake “Needle factory”  

Photo: Shintaro Miyawaki

오래된 민가를 리모델링하여, ‘안방’, ‘창고’, ‘헛간’으로 

구성. 실내에는 평면 작품 11점이 전시되어 돌 정원이나 

연못, 원통형의 탑에서는 설치미술을 볼 수 있다. 도중

에 만날 수 있는 화장실은 꼭 들려보자. 예술작품이지

만 실제로 사용하는 화장실로 한번 들어가보면 독특한 

체험을 해볼 수 있다.

데 시 마  요 코 관 

豊 島 横 尾 館

시     간_ 3월~10월 10:00~17:00 (최종입장 16:30)
 11월~2월 10:00~16:00 (최종입장 15:30)

휴     관_ 화요일(3월~11월), 화요일~목요일(12월~2월)

요     금_ 520엔

전     화_ 0879-68-3555 (데시마미술관)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art/teshima-yokoohouse.html

교 통 편_ 이에우라항에서 도보 5분

Concept, Art: Tadanori Yokoo

Architecture: Yuko Nagayama  

“Teshima Yokoo House”  Photo: Tadasu Yamamoto

30년 전에 문을 닫은 옛 바늘제조공장

터. 그리고 우와지마의 조선소에서 만들

어지고 약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나

무 배 목형.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두

개의 존재가 아티스트들을 통해 하나가 

되어 새로운 작품으로 탄생하였다.

시     간_ 09:30~16:30

휴     관_ 홈페이지 참조

요     금_ 520엔

전     화_ 0879-68-3555 (데시마미술관) 

홈페이지_ http://benesse-artsite.jp/art/needle-factory.html

교 통 편_  ‘데시마코민칸 마에(豊島公民館前)’ 정류장 하차  

 도보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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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리의 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과거 범선의 형태를 한 돛이 걸린 피아노로 “20세

기 이후의 아시아의 현대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를 묻는 작품. 

중국 아티스트가 연주한 피아노곡이 파도소리와 하모니를 이루며 새로운 선율을 만

들어낸다.

▶ 항구 근처에 위치한 야외전시작으로 별도의 전시 시간 및 요금 사항 없음

바람의 흐름을 시각화한 작품으로, 바람이 불면 약 

300마리의 갈매기 풍향계가 일제히 방향을 바꾸어 동

화 같은 풍경을 이룬다. 항구의 제방 위에서 메기지마

에 방문하는 배들을 맞이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 항구 근처에 위치한 야외전시작으로 별도의 전시  

   시간 및 요금 사항 없음 

20세기의 회상 20世紀の回想

갈매기의 주차장 カモメの駐車場

"Sea Gull’s Parking Lot" Takahito Kimura  
Photo: Osamu Nakamura

"20th Century Recall" Hagetaka 
Funjo  Photo: Osamu Nakamura 

버스루트

갈매기의 주차장

20세기의 회상

오니가시마
대동굴

오오테

모아이상메기항

벗꽃

벗꽃

귤밭

「오니가시마 鬼ヶ島 : 도깨비섬」 이란 별명을 지닌 메기지마는 
‘모모타로 전설(일본의 전래 설화)’의 무대이기도 하다. 도깨비 동굴까지의 
산책길이나 도깨비회관 등 섬 여기저기에서 다양한 도깨비들과 마주치는 
재미가 쏠쏠하다. 자연 을 거닐며 모모타로의 기분을 맛보자! 

메기지마, 이렇게 즐기자!

GO!GO~!

시간과 체력에 여유가 있다면

세토내해를 일망할 수 있는 

메기지마 등대까지 

하이킹 코스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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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otaro' Legend Island Megijima

일본인이 사랑하는 옛날 도깨비 설화의 무대인 곳으로 ‘도깨비섬

(鬼ケ島오니가시마)’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섬. 아름다운 모래사장

을 지닌 해수욕장을 비롯해, 여름이면 캠프나 낚시를 즐기는 이들

로 떠들썩하다. 남녀노소를 불문한 여름 레저의 메카로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 겨울의 강풍으로부터 취락을 지키는 ‘오오테(지붕을 

가릴 만큼 높은 높이의 돌담)’에 둘러싸인 독특한 경관 등, 오감을 

상기시키는 예술 작품 이외에도 볼거리가 가득한 신비의 섬이다. 

M E G I J I M A

메기항 주변은 도보 이동 가능.

「오니가시마 대동굴 鬼ヶ島大洞窟」의 경우, 훼리에 맞춰 운행하는 버스 사용.

요     금_ 성인 370엔, 소인 190엔 (메기지마->오기지마 : 성인 240엔, 소인 120엔)

메 기 지 마 를  향 해

메 기 지 마  교 통 편

메 기 지 마

훼리시간표는
8p참조!

다카마츠 메기지마
훼리

 20분

메기지마 등대

벗꽃
벗꽃

메기항에서 
도보 30분

M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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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탈길이나 좁은 길이 많은 오기지마 생활에는 온

바(유모차)는 필수다. 「세토우치 국제 예술제 2010」

을 계기로 아트 프로젝트로서 전개된 「온바·팩토

리」는, 온바를 수리하거나 페인트 해 1대 1대 커스터

마이즈.아트와 실용성을 겸비한 「이동하는 입체 작

품」으로 완성했다.섬을 거닐면 이곳 저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색색깔의 온바들은 오직 오기지마에서만 

볼 수 있다.

민가의 외벽에 설치된 옥외 작품. 그림을 통해 단편적으로 담겨진 섬 풍경의 실루엣은, 「섬의 기억, 지금, 미래」그리고 

「바다와 사람과 동식물의 공생」을 표현한다. 골목을 거닐며 만나게 되는 컬러풀한 벽화는 오기지마를 이루는 하나의 풍

경으로 어우러져, 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 항구 근처 골목에 위치한 야외전시작으로 별도의 전시 시간 및 요금 사항 없음

온바 팩토리 オンバ・ファクトリー

오기지마 골목 벽화 프로젝트 wallalley   
男木島 路地壁画プロジェクト wallal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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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BA FACTORY" ONBA FACTORY    
Photo:Osamu Nakamura

오기지마항에서 도보로 약 10분. 섬 내 모든 길이 이어지는 산 정상의 ‘도요타마히메 
신사(豊玉姫神社)’는 이정표이자 이곳의 석양을 즐길 수 있는 스팟이기도 하니,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º로 정해둬봄은 어떨까. ‘일본의 등대 50선’에도 선정된. 일본 전국에서도 드문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오기지마 등대까지 탐험을 하는 보물찾기 같은 루트도 추천코스.

오기지마, 이렇게 즐기자!

"Project for wall paintings in lane, Ogijima, wallalley" 
Rikuji Makabe   Photo: Osamu Nakamura

M A P

O G I J I M A

오 기 지 마

Labyrinth Island Ogijima

오기지마는 비탈길이 많은 섬으로 평지가 거의 없는 독특한 지형을 

가진다. 경사면에 민가가 밀집해 늘어선 풍경이 이색적인 인상을 준

다. 마을 전체가 예술에 둘러싸인 듯한 독특한 경관은 오직 오기지

마만이 가진 개성적인 매력이다.

일본어/영어 등 여러 나라의 문자를 조합해 만든 하얀 지붕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세계의 다양성을 표현하고 있다. 섬의 사무소이자 관광안내처

의 역할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신의 주거지를 만들 수 있는 조개로부터 

영감을 얻은 이 건물은 오기지마를 상징하는 시설이다.

오기지마의 혼 男木島の魂

시     간_ 06:30~17:00 (연중무휴)

교 통 편_ 오기지마항에서 바로

오기지마 골목 
벽화 프로젝트 wallalley

온바 팩토리

도요타마히메 신사

오르간

오기지마의 혼

(오기지마교류센터)

"Ogijima's Soul"  Jaume Plensa    Photo: Osamu Nakamura

섬내에서의 이동은 도보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이 비

탈길이나 돌층계이므로 걷기 편한 차림으로 여행을 

하는 편을 추천.

오 기 지 마  교 통 편

훼리시간표는
8p참조!

요     금_ 성인 510엔, 소인 260엔 

 (메기지마 → 오기지마 : 성인 240엔, 소인 120엔)

오 기 지 마 를  향 해

오기지마항

다카마츠 메기지마 오기지마
훼리

 20분

훼리

 20분

오기지마 등대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노아의 방주에 작

가의 상상을 더한 입체 작품. 하늘과 바

다에 녹아들 것 같은 흰색과 청색의 4개

의 산이 있는 방주가 바다를 건너기 위

해 걷고 있는 모습을 감각화하였다.

걷는 방주 歩く方舟

“Walking Ark” 
Keisuke Yamagu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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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시케이 자연동물원
원숭이의 나라

쵸시케이 버스 정류장

간카케이 버스 정류장

간카케이

마루킨 간장 기념관

24의 눈동자 영화마을

미사키노 분교

쇼도시마
올리브 공원쇼도시마 수타 소면관

엔젤로드

올리브온천 미인의 유

쇼도시마 다이칸논

도후치 해협

간카케이 로프웨이

오오배항

후쿠다항

쿠사카베항이케다항

도노쇼항

BB

B

B

B

M A P

하루에 단 두 번 모습을 드러내는 낭만의 모래길. 이름 그대로 ‘천사의 산책로’로 

불리는 이곳 한가운데서 손을 잡으면 영원히 행복한 커플이 된다는 소문으로, 

연인들의 성지가 된 장소다. 

www.shodoshima-kh.jp/angel(조수간만 시간 체크 가능) /    도노쇼항에서 쇼도
시마 올리브 버스 10분 ‘쇼도시마고쿠사이 호텔 마에(小豆島国際ホテル前)’ 하차

시     간_ 8:30~17:00

요     금_ 무료

전     화_ 0879-82-2200

홈페이지_ www.olive-pk.jp/
교 통 편_ 도노쇼항에서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로 25분  
               ‘오리브코우엔구치(オリーブ公園口)’ 하차, 도보 7분

엔젤로드 エンジェルロード(天使の散歩道)

버스정류장 표시B

세토내해에서 2번째로 큰 섬인 쇼도시마는 자전거나 도보보단 버스나 차량 이용이 
이동에 수월하다. 일본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세토내해의 바다를 바로 옆에 낀 도
로 위의 주행은 그 어떤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최고의 드라이브가 될 것이다.

쇼도시마, 이렇게 즐기자!

▶ www.shodoshima.or.jp/

쇼 도 시 마  올 리 브 공 원

小 豆 島 オ リ ー ブ 公 園

쇼도시마의 상징적인 풍경인 언덕 위의 풍차가 

있는 곳으로, 빽빽한 올리브 나무숲과 그리스

풍 건물들이 마치 유럽에 온 듯한 착각마저 들

게 한다. 쇼도시마의 명물 올리브를 이용한 다

양한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특히 놀라운 

보습능력을 자랑하는 이곳의 올리브 핸드크림

은 필수 구매 아이템으로 유명하다.

허브를 사용한 크래프트체험, 신선한 해산물요리
가 자랑인 레스토랑, 천연온천,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숙소까지 갖추고 있다.

Olive Island Shodoshima

사파이어빛의 바다와 그리스를 연상시키는 이국적인 정취,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을 가진 

리조트 아일랜드 쇼도시마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관광지나, 영화 촬영지 등 볼거리가 

많다. 거기에 일본 시골만의 소박함이 어우러진 풍광은 이곳이 가진 다채로운 매력 중 하나. 

올리브, 간장, 소면 등 공통점 없는 일본 제일의 특산품을 자랑하는 맛의 섬이기도 하다.

Ⅱ.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

도노쇼항에서부터 쇼도시마 주요 시설을 운행하는 

편리한 버스

▶전화번호 : 0879-62-0171

▶홈페이지 : www.shodoshima-olive-bus.com
▶요금 : 1일 승차권 -  성인 1,000엔, 소인 500엔

2일 승차권 - 성인 1,500엔, 소인 750엔

(도노쇼항에서 구입 가능)

Ⅲ. 관광택시

낯선 장소, 역방향 시스템 등의 이유로 렌터카가 

주저된다면 택시는 어떨까?

▶전화번호 : 0879-62-1201

▶요금 : 중형택시 (최대 5명) / 점보택시 (최대 9명) 

5시간 코스 - 26,700엔(중) / 37,400엔(점)

8시간 코스 - 42,720엔(중) / 59,840엔(점)

Ⅰ. 섬 정기 관광버스 or 원데이 관광투어버스

하루동안 간단하고 편하게 쇼도시마의 관광지를 돌고 싶다면 추천. 

도노쇼항 (09:45) - 쵸시케이 자연동물원 “원숭이의 나라”- 간카케이 정상 -  

24개의 눈동자 영화마을 - 미치노에키 올리브공원 - 도노쇼항 (15:25)

▶전화번호 : 0879-62-1203 (사전 예약 필수)

▶홈페이지 : http://shodoshima-kotu.com
▶요금 : 성인 4,200엔, 소인 2,100엔 (가이드 포함)

S H O D O S H I M A

쇼 도 시 마

쇼 도 시 마 를  향 해

쇼 도 시 마  교 통 편

다카마츠항
쇼도시마
(도노쇼항)

훼리

약 1시간 (고속선 35분)

도후치해협!
기네스북에 등재된 전세계에서 가장 좁은 해협!

따뜻한 기후의 좋은 환경으로 올리브 재배나 
소면의 재조가활성화 되고 있다. 이것에 관련된 
작은 아이템 상품이 많으므로 꼭 체크하자!훼리시간표는

8p참조!

예로부터 현재까지 많은 국내 관광객이 방문하는 쇼도시마라 1일 상당히 

많은 배편이 운항하며, 시간표도 다양해 이동이 용이한 편이다.

요     금_ 성인 690엔, 소인 3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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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 시 케 이  자 연 동 물 원 
원 숭 이 의  나 라  

銚 子 渓 自 然 動 物 園 お さ る の 国

2 4 개 의  눈 동 자

영 화 마 을    

二 十 四 の 瞳 映 画 村

쇼도시마 수타 소면관 小豆島 手延そうめん館

길들여져 사람이 주는 먹이로 생활하는 야생 원숭

이 500마리가 모여 사는 자연 동물원. 털을 골라주

거나, 서로 장난치는 사이 좋은 원숭이들의 모습을 

아주 가까이서 견학할 수 있다. 단, 엄마와 함께하는 

아기원숭이를 건드리거나 먹이를 과도노출하면 가

끔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니 유의하도록 하자.

일본의 국민영화  「24개의 눈동자」 로케에 사

용한 오픈세트. 쇼와시대의 섬마을 학교의 풍

경을 고스란히 재현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간 듯 생생한 향수를 자아낸다. 일본영화

의 황금기를 볼 수 있는 전시품으로 가득한 갤

러리와 시네마 카페 등이 더욱 풍성한 볼거리

를 제공한다.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특산품 쇼도시마 소면의 전통적인 제조 공정을 

견학할 수 있는 시설. 체험도 가능하다. 밀가루와 참기름을 사용한 옛날식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소면은 면발의 쫄깃함이 특징이다. 방금 만든 생면을 

꼭 맛보자!

시     간_ 08:20~17:00 (최종입장 16:30) (연중무휴)

요     금_ 성인 450엔, 소인 250엔

전     화_ 0879-62-0768

교 통 편_ 도노쇼항에서 차로 25분

tip. 입구에서 볼 수 있는 아이와 미미의 「몽키쇼」 ,

비오는 날에도 관람 가능. 매일 오전 10:10, 12:10 총 2회

시     간_ 09:00~17:00 *11월은 08:30~ (연중무휴)

요     금_ 성인 790엔, 소인 380엔

전     화_ 0879-82-2455

홈페이지_ www.24hitomi.or.jp/
교 통 편_ 쇼도시마 올리브버스 ‘에이가무라(映画村)’ 하차

 09:00~16:30 /  3~12월은 매주 월요일, 1~2월은 매주 일요일 
☎ 0879-75-0044 / www.soumenkan.com /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 
‘후루사토무라(ふるさと村)’ 하차

간 카 케 이

寒 霞 渓

마 루 킨  간 장  기 념 관 

マ ル キ ン 醤 油 記 念 館

200만년의 세월이 탄생시킨 일본 3대 계곡 중 하나인 간카

케이는, 쇼도시마가 세계에 자랑하는 경승지이다. 풍우의 침

식에 의해 빚어진 기암 괴석이나 수직으로 뻗은 절벽, 우뚝 

솟은 암벽 등은 대자연의 조형미의 극치를 보여준다. 깊은 

계곡을 시야 아래에 깔고 바위와 바위 사이를 공중 산책하듯 

빠져나가는 로프웨이는 스릴과 감동의 경험을 선사한다. 봄

의 신록과 여름의 짙은 녹음, 특히 가을 단풍은 전국에서도 

명소로 꼽히는 곳이다. 사계절마다 각기 다른 옷을 갈아입는 

간카케이는 계절 상관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마루킨 간장. 국가 유형 

문화재의 간장창고를 개조한 관내에서는 옛 간장 

공정의 도구나 제조 방법 등 귀중한 자료를 전시한

다. 한편 함께 자리한 숍에선 기념관 한정의 간장이

나, 간장을 사용한 스윗츠도 판매하여 쇼핑의 즐거

움까지 더한다. 

시     간_ 3월21일~10월20일, 12월1일~12월20일
 (08:30~17:00) / 10월21일~11월30일
 (08:00~17:00), 12월21일~3월20일
 (08:30~16:30), 소요시간 5분(편도)

요     금_ 성인(중학생 이상) 1,050엔, 소인 530엔(편도)
 성인(중학생 이상) 1,890엔, 소인 950엔(왕복)

전     화_ 0879-82-2171

홈페이지_ www.kankakei.co.jp/
교 통 편_ 도노쇼항에서 차로 약 45분

시     간_ 09:00~16:00 
（7/20~8/31, 10/16~11/30은 16:30까지）

휴     일_ 홈페이지 참조

요     금_ 성인 210엔, 초·중학생 100엔

전     화_ 0879-82-0047

홈페이지_ http://moritakk.com/know_enjoy/shoyukan/ 
교 통 편_ 쇼도시마 올리브 버스 ‘마루킨 마에

(丸金前)’ 하차.

tip. 간카케이의 단풍 절정은 11월 상순~12월 상순 

명물!
간장 소프트 

아이스크림

로프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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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P

‘다카마츠의 안방’이라 불리우는 시오노에 온천마을. 시코쿠에 두 곳밖에 없는 

국민보양온천지(国民保養温泉地) 중 하나로, 계곡에 둘러싸인 카가와현 최

대, 최고(最古)의 온천지역이다. 1300년의 역사를 지닌 이곳은 사계절마다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다카마츠공항에서 차로 20분, 다카마츠 도심과도 

가까운 시오노에 온천에서의 시간은 심신의 릴렉스를 가져다줄 것.

다 카 마 츠 에 서  온 천  즐 기 기

☎ 087-893-0148 (시오노에온천 관광협회) / http://shionoe.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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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포트 다카마츠

빨간 등대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츠

JR다카마츠역

리츠린공원 기타구치역

리츠린공원
동문

북문

리츠린공원역

리츠린역

가와라마치역

다마모공원

카가와
현립뮤지엄

미츠코시백화점

뉴그란데 미마츠

가타하라마치역

다카마츠 시청

마루가메마치 상점가

I-PAL KAGAWA

고등학교

초등학교

치쿠세이

카가와현청
중앙공원

추오도리

훼리도리

라이온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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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표시BJR열차 고토덴 열차

기타하마 아리 北浜 alley

항구 거리의 낡은 창고들을 개조해 만든 레트

로한 분위기의 창고거리. 2001년 오픈 이래 다

카마츠의 워터 프론트를 대표하는 트렌드 스팟

으로 젊은이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고토덴 
다카마츠칫코역 효고마치

상점가

www.kitahama-alley.com /  JR ‘다카마츠
역(高松)’에서 도보 7분, 고토덴 ‘다카마츠칫코
역(高松築港)’에서 도보 5분

기타하마 아리

▶다카마츠 심볼 타워

시코쿠 최대의 고층 타워. 요리의 철인(鉄人) 

레스토랑이나 개성적인 라면 가게가 밀집한 

라면 포트 등의 요리 명소, 패션·잡화·서점

등의 숍들이 가득한 대형 상업 시설. 

▶빨간 등대 (세토시루베)  

   정식명칭 “다카마츠항 다마모 방파제 등대”

세계 최초로 전체 유리벽으로 구성된 등대로, 

누구나 편하게 등대를 드나들 수 있다. 다카마

츠항을 출입항하는 많은 배들의 파수꾼이기도 

하며, 어두워지면 14m에 달하는 등대 전체가 

붉게 빛나 사진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선포트 다카마츠에서 

필수 체크 스팟은?!

모든 걸 다 갖춘 곳.퍼펙트 컴팩트

일본의 지중해로 불리는 세토내해와 맞닿은 항구마을로서 시코쿠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다카마츠. 카가와현의 인구의 40%이상이 살고있는 중심도시로 명실공히 현내 최고의 번화

가이다. 현 본토와 섬들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 바닷바람과 탁 트인 해안의 풍경이 멋스

러운 이 항구도시는, 여행자들에겐 곳곳마다 저마다의 멋진 분위기를

지닌 장소를 발견하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낭만의 도시로 다가온다.

Ⅰ. JR 다카마츠역

카가와현 다카마츠 시내관광의 시작점이자 모

든 교통의 중심부. 타지역과 다카마츠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터미널과 인접해있다.

    ▶고속버스 : www.my-kagawa.jp/access

Ⅱ. 다카마츠항

세토우치 국제예술제의 무대가 되는 여러 섬들로 

이동할 수 있는 거점.

선포트 다카마츠 サンポート高松

JR 다카마츠역과 다카마츠항 주변에 설립된 복

합시설로, 다카마츠의 메카이자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한 곳. 하바 프로메나드와 레스트 하우

스, 교통 터미널, 컨벤션, 상업 시설 등 도심의 

핵심 기능을 모아놓아 현지인은 물론 관광객의 

편의성을 돕는다.

https://takamatsu.or.jp /  JR ‘다카마츠역(高
松)’에서 도보 1분

T A K A M A T S U

다 카 마 츠

다 카 마 츠 를  향 해

다 카 마 츠  교 통 편

바다와 전원 그리고 도시의 매력을 동시에 가진 카가와현의 중심지 
다카마츠 시내는 평탄한 길과 함께 자전거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경치를 감상하며 사이클링을 
즐기기 그만인 곳이다. 자전거 렌탈시설도 충실해, JR 다카마츠역 앞 광장에 한눈에 띄는 대여점에  
가면 1일 200엔(6시간 이내 100엔)이란 놀라운 가격으로 자전거를 렌탈할 수 있다. (여권필요)

다카마츠, 이렇게 즐기자!

다카마츠
공항

JR
다카마츠역

리무진버스 

 약45분

요     금_ 성인 780엔

다이와 로이넷 호텔
다카마츠

마루가메 그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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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다카마츠 성터 다마모 공원 史跡 高松城跡・玉藻公園

카 가 와  현 립  뮤 지 엄   

香 川 県 立 ミ ュ ー ジ ア ム

국가지정의 사적으로, 다카마츠 지방의 영주 ‘이코마·마츠

다이라’가문의 거점(성)이었던 다카마츠 성터를 정비한 공원

이다. 세토내해의 바닷물을 끌어들여 사용한 이곳은 일본 3

대 수성으로 알려져, 원내에는 고산수 정원을 비롯, 중요문

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다양한 역사 유물들이 남아있다. 봄에

는 벚꽃놀이, 가을은 국화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도 개최된다. 

[봄의 눈], [츠바키 산쥬로] 등 여러 영화의 촬영지로도 유명

하다. 

역사 박물관과 미술관의 기능이 결합된 종합 

시설로서 카가와현의 기원부터 현재까지를 알 

수 있는 역사 관련 유품과 ‘이노쿠마 겐이치

로’, ‘이사무 노구치’ 등 카가와현과 연고가 있

는 작가의 예술 작품을 전시한다. 1층엔 도서

관과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카페도 자리해 

있다. 

시코쿠무라 四国村

아름다운 경관으로 유명한 야시마의 산기슭

에 자리한 민예촌. 시코쿠 각 4현의 고민가 

33동이 복원되어 이름 그대로 ‘시코쿠마을’

의 풍경을 이룬다. 그 중 8채는 국가 중요문

화재로 지정되어있다. 그 외에도 1만점 이상

의 소품을 소장하고 있는 민가 박물관과 안

도 다다오가 설계한 콤팩트 뮤지엄 ‘시코쿠

무라 갤러리’가 있다. 미술관 발코니에서는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려 조성된 수경정원과 

장미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시     간_ 09:00~17:00 (입장은 16:30까지)

휴     일_   매주 월요일(공휴일의 경우 개관, 
 단 익일 휴관), 12/26~01/01

요     금_ 성인 410엔, 고교생 이하 무료 
*특별전은 별도요금

전     화_ 087-822-0247

홈페이지_ www.pref.kagawa.lg.jp/kmuseum/
교 통 편_ JR ‘다카마츠역(高松)’에서 도보 10분

 08:30~18:00(4월~10월), 08:30~17:30(11

월~3월) / 연중무휴 / 성인 1,000엔, 고등학

생 600엔, 초등·중학생 400엔 / 

☎ 087-843-3111 / www.shikokumura.or.jp / 

 고토덴 ‘야시마역(屋島)’에서 도보 5분, JR 

‘야시마역(屋島)’에서 도보 10분

 12/29~12/31 / 성인 200엔, 청소년·소인 100엔 
/ ☎ 087-851-1521 (다마모공원 관리사무소) / www.
takamatsujyo.com/    JR '다카마츠역(高松)'에서 도보 5
분, 고토덴 '다카마츠칫코역(高松築港)'에서 도보 2분

다카마츠 효고마치 상점가 

高 松 兵 庫 町 商 店 街

마 루 가 메 쵸  그 린   

丸 亀 町 グ リ ー ン

효고마치 상점가는 다카마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아케이드 상점가. 중앙거리부터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선 아케이드 상가 안에서 

여러 점포들이 운영 중이다. 사누키 우동을 간

편하게 맛보는 셀프 우동집에서부터, 카페, 드

럭스토어, 중고 명품숍까지 식사, 쇼핑, 기념품 

구입까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즐거움이 가

득한 거리.

2012년 4월에 오픈한 멀티 플레이스로 

쇼핑과 식사는 물론 각종 이벤트와 휴식

처로도 활용되는 곳. 자연광이 비추는 상

쾌한 해방감이 가득한 구조와 릴렉스한 

분위기가 특징인, 신록이 풍부한 이색 쇼

핑타운이다. ‘마루가메쵸 그린’이라는 명

칭은 일반공모에서 채택되었다.

전     화_ 087-822-0373

홈페이지_ www.hyougomachi.com/

술집 이외 상점가 대부분의 가게는 

19:00~20:00에 마감하니 시간엄수!  

시     간_ 레스토랑 11:00~22:00
쇼핑 11:00~20:00  
(점포에 따른 차이 있음)

전     화_ 087-811-6600

홈페이지_ www.mgreen.jp/
교 통 편_ JR ‘다카마츠역(高松)’에서 도보 15분

고토덴 ‘가와라마치역(瓦町)’에서  
도보 7분



뱃놀이 南湖周遊和船

기쿠게츠테이 掬月亭

마치 과거의 귀족이 된 듯한 기분으로 리츠린 공원의 그림 같은 풍경을 연못을 

유람하며 유유자적 감상할 수 있다. 뱃사공의 해설을 들으며 바라보는 정원의 

풍경은 또 색달라 각별한 재미를 선사한다.

승 선 료_ 성인 620엔, 소인 310엔, 미취학아동 무료
3세 미만의 아이는 승선불가능 

승선시간_ 약 30분 / 매시 30분 간격 1편 운행(11:30~14:30 사이는 15분 간격 운행)

정     원_ 6인

운     휴_ 연중무휴(악천후,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운휴 가능성 있음)

2.사누키 민예관 讃岐民芸館
쇼와시대 개설된 건물로 카가와현의 옛 생활

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총 4개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공품과 칠기 등 

다양한 민예품이 전시되어 있다. 세계적인 

가구 디자이너 죠지 나카시마의 작품 코너도 

볼거리. /무료

역대 영주가 각별히 사랑하며 애용

한 다실로 공원 내에 지어진 수많은 

다실 중에 가장 크다. 이곳에서 조망

하는 연못의 경치는 가히 압도적으

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즐기는 차 한잔의 여유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아한 

즐거움일 것이다.

1월 2월 3월 4~5월 6~8월 9월 10월 11~12월

승선개시시간 09:00 09:00 09:00 09:00 09:00 09:00 09:00 09:00

승선마감시간 16:00 16:30 17:00 17:00 17:00 17:00 16:30 16:00

1일운행편수 13편 14편 15편 16편 17편 16편 14편 13편
41

옛날 귀족처럼!

1.상공장려관 商工奨励館
메이지 시대 「카가와현 박물관」으로서 설립된 1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목조 건

축물. 공원 내에서 가장 큰 건물로 공원 내에서의 만남의 장소, 공원의 중심으로서 

활약 중

1

2

특별명승 리 츠 린  공 원

特 別 名 勝  栗 林 公 園 

국가 특별명승지로 선정된 정원 중 최대 규모인 리츠린 공원은 미슐랭 가이드(日)에서 최고평가(별3

개)를 받은 정원이다. 소나무가 무성한 시운잔을 배경으로 6개의 연못과 13의 언덕을 교묘하게 배치한 

에도시대 초기풍의 유람식 다이묘 정원으로 뛰어난 구역 분할이나 정원석의 배치 등으로 아름다운 목

석(木石)의 정취를 이룬다. 봄의 매화·벚꽃, 여름의 창포·연꽃,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동백. 

사계마다 그 계절의 절경을 이뤄내는 꽃들은 천그루가 넘는 소나무와 함께

‘한걸음 마다 하나의 풍경(一歩一景)’이라고 일컬어지는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관람시간_     1月  7:00~17:00         
    2月  7:00~17:30     
    3月  6:30~18:00   
 4~5月  5:30~18:30
6~8月  5:30~19:00    
    9月  5:30~18:30    
   10月  6:00~17:30   
   11月  6:30~17:00   
   12月  7:00~17:00

휴     관_ 연중무휴

관 람 료_ 성인 410엔, 소인 170엔

전     화_ 087-833-7411

홈페이지_ https://www.my-kagawa.jp/ritsuringarden
교 통 편_ JR ‘리츠린공원기타구치역(栗林公園北口)’에서 도보 약 3분, 

고토덴 ‘리츠린공원역(栗林公園)’에서 도보 10분

영화 「남자는 괴로워~토라지로의 혼담~」 , 「봄의 눈」 ,「UDON」, 

「백년의 시계」에서 리츠린 공원의 모습을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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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가와의 맛있는것, 좋은것,
판매·정보발신의 거점

카가와 물산관 "리츠리안"



우동 가게 타입

✽ 일반점포

자리에 착석후 메뉴를 보고 주문을 하면 점원이 우동을 서빙해주는 레

스토랑 타입으로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방식. 계산은 식사를 마친 후에~ 

착석 -> 주문 -> 사이드메뉴 (우동을 기다리는 동안 오뎅이나 초밥 등을 선택) -> 
식사 (테이블에 있는 양념은 취향대로) -> 계산

✽ 셀프 타입

점원에게 우동면이 들어간 그릇을 받고 취향대로 직접 토핑 + 사이

드 메뉴를 선택한다. 계산 후(미리 잔돈을 준비하는 센스!) 빈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고 빈그릇은 반환하면 된다.

메뉴 주문 -> 셀프토핑 -> 계산 -> 식사 -> 식기반환

✽ 제면소 타입

제면공장 옆에서 직접 먹을 수 있는 타입. 공간면적이 좁은 관계로 

선 채로 먹거나, 가게 밖에서 먹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기도!?

셀프세팅 -> 주문 -> 계산 -> 식사 -> 식기반환

일본의 유명인들도 카가와

에 오면 꼭 들린다는 우동 

맛집. 워낙 유명해서 줄을 

서서 먹어야 할 정도로 인

기가 많다. 셀프우동이라 가

격도 저렴해 많은 사랑을 받는 곳이다. 쫄깃한 면발

과 함께 즐기는 치쿠와 튀김은 금세 품절된다니 우동

과 함께 꼭 먹어보는 걸 추천한다.

 11:00~14:30(재료가 떨어지면 영업 마감) /  월
요일, 부정기 휴무 / 우동 170엔~, 반숙계란 튀김 
100엔, 치쿠와 튀김 100엔 / ☎ 087-862-1095 / 
chikuseiudon.com /  리츠린공원 키타구치(栗林公
園北口)역에서 도보 8분

인기가게부터 혼자서는 찾아가기 어려운 숨은 명소

까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우동가게 순회를 하

고 싶다면 ‘우동택시’가 편리. 우동 관련 테스트를 클

리어한 (필기, 가이드 현장 실기, 사누키 우동의 수타 

시험) 전임 운전기사가 우동의 역사, 문화, 본고장의 

우동 시식 방법, 주문 방법 등 우동에 관한 모든 전문 

지식을 알려주니 초심자라도 안심.

전화번호_ 0877-73-2221

홈페이지_ www.udon-taxi.com/
요     금_ 예) 1시간코스 4,800엔 / 중형택시

카가와현내의 대상 점포에서 사용 가능

한 쿠폰이나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랠리등 저렴한 여행에 팁이 되는 아이템. 

배 포 지_ 카가와현 내 각 교통기관 터미널, 관광지 
매표소 등

홈페이지_ www.my-kagawa.jp/pas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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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현 패스포트

우동가게
우동의 종류
1. 가케우동

기본 우동. 데친 면을 한 번 냉수로 긴축시킨 뒤 온

수에 헹궈 국물을 얹은 형식. 국물에 들어간 재료나 

풍미에서 각 가게의 개성을 찾아볼 수 있다. 

2. 붓카케우동

데친 면을 냉수로 행군 뒤, 위에 양념과 재료를 뿌

린 뒤 직접 국물을 곁들여 먹는 우동.

3. 쇼유우동

데친지 얼마 안되는 면을 냉수로 헹군 그대로 간장

을 뿌려 먹는 우동. 면 본연의 맛과 식감을 직접적

으로 맛볼 수 있다. 붓카케우동과 비슷한 모양.

4. 가마아게우동

삶은 면 그대로 삶은 물과 함께 그릇에 담은 우동.

따로 준비된 국물에 면을 찍어먹는다. 부드러운 식

감과 적당한 짠맛이 특징! 마무리에 육수를 마시는 

사람도 있다.

5. 가마타마우동

가마아게 면을 날달걀과 함께 간장 등을 곁들여 비

벼 먹는 우동.

6. 자루우동

데친 면을 냉수로 헹군 뒤, 자루(ざる)에 담아 먹는 

우동.

온

온

온

온 냉

냉

냉

카가와현의 대표 명사 “사누키 우동”은 예로부터 현

재까지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다. ‘사누키’란 카

가와현의 옛 명칭. 영화 뿐 아니라 여러 미디어에도 

빈번히 다루어져 일본 곳곳에서 일부러 사누키 우동

을 먹기 위해 카가와현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

큼 큰 인기다. 휴일 우동가게 앞에 긴 줄이 늘어선 풍

경은 카가와현에선 이미 낯설지 않은 모습. 현지 사

람들뿐 아니라, 일본 전국, 일본을 넘어선 외국까지 

남녀노소에게 사랑받는 ‘사누키 우동’의 매력을 알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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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누 키 우 동

讃岐うどん

654

사누키 우동의 맛은 우선 면발에서 결정된다. 부드러운 맛과 매끄럽게 목을 넘어가는 느낌. 씹는 식감이 다른 쫀득한 탄력

감.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힘있는 면발이 특징. 이에 현지 이부키지마(伊吹島)산의 멸치, 가다랑이포로 만든 국물의 

묘미가 더해져 절묘한 맛을 이룬다.

일본음식은 비싸다? 그런 편견을 깨주는 사누키 우동. 

탁월한 맛에 이어 착한 가격으로 감동 2배! 맛 다음으로 

놀라게 되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다!

카가와현의 우동집은 많이 있다. 직접 밭에서 파를 뽑아

먹는 셀프 우동집부터 고풍스런 일본 정원과 함께하는 

고급스런 분위기의 우동집까지 취향대로 골라보아요.

쫄깃한 면발

저렴한 가격 골라먹는 재미

붓카케우동

치쿠세이 竹清

우동택시

우동버스
사누키우동의 시식과 놀거리, 볼거리, 거기에 체험까

지 동시에 충족시키는 오감만족의 여행을 원한다면 

추천. 현내 대표적인 우동 맛집을 순례하며, 관광 명

소의 방문, 혹은 공예 체험 등의 플랜이 코스별로 준

비되어 있어 취향대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모

든 코스에 가이드 준비되어 있음!

*시기에 따라 코스 변경이 있으니 사전 Check하자!

전화번호_ 087-851-3155 *예약 필수, 

예약없이 당일 만석의 경우 승차 불가능.

홈페이지_ www.kotosan.co.jp/sp/
휴     무_ 연말연시, 골든위크, 명절때는 휴무

요     금_ 성인 1,000엔~ 

(코스, 시간에 따라 달라짐)



여름의 별미 자루우동의 종갓집. 사

누키우동의 가장 큰 특징인 쫄깃쫄

깃한 면발은 면이 차가울 때 더욱 

빛을 발하기 때문에 자루우동이야

말로 진정한 사누키 우동 맛을 느

낄 수 있는 메뉴라고 할 수 있다. 카

와후쿠는 바로 그 자루우동의 정점

에 서 있는 맛집 중의 맛집.

 11:00~24:00 /  화요일 / 자루
우동 615엔 / ☎ 087-822-1956 /  
 가타하라마치 역에서 도보 10분

언제 가도 사람들이 줄 서 있는 유명 우동 맛집. 특

히 거대한 새우 튀김이 무려 두 개나 들어간 ‘히야텐

오로시’라고 하는 우동은 오직 오카센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 이 우동을 먹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다고.

 11:00~20:00 (주말 및 공휴일은 10:45부터 영업) / 
 매주 월·화요일 (공휴일인 경우 영업) / 히야텐오로시 
1,000엔 / ☎ 0877-49-4422 / www.okasen.com / 
 우타즈 역에서 도보 15분

가마타마우동하면 바로 떠오르는 맛집인 마루가메의 

나카무라 우동. 가마타마우동이란 가마아게 면을 날

달걀과 함께 비벼 먹는 우동을 말한다. 반죽부터 숙

성, 자르기 등 우동면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수작업

으로 진행된다. 정성이 가득 담긴 쫄깃한 면발이 많

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비결.

 10:00~14:00 (재료가 소진되는 대로 영업 종료) / 
 금요일 / 가마타마우동 280엔~ / ☎ 0877-21-
6477 / www.nakamura-udon.jp /  우타즈 역에서 
도보 15분

삶은 면 그대로 삶은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따로 준

비된 국물에 면을 찍어 먹는 가마아게 우동. 바로 그 

가마아게 우동 메뉴 하나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 잡

은 우동집이 바로 이곳이다. 진한 국물과 혀에 닿는 

순간 그대로 목으로 넘어갈 정도로 쫄깃한 우동면의 

조화를 체험할 수 있다.

 9:00~17:00 /  수·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영업) / 
가마아게우동 300엔~ / ☎ 0877-63-5921 / http://
kanoka.jp /  곤조지 역에서 도보 10분

붓카케우동의 원조로 일본 전국에서도 유명한 우동 

맛집. 쫀득쫀득한 식감, 부드러운 목 넘김은 그야말

로 정통 사누키 우동의 진수를 보여준다. 멸치향이 

구수한 국물의 맛은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한다. 

붓카케우동과 함께 육즙이 살아 있는 고기우동도 맛

보는 걸 추천한다.

 9:30~17:00 /  화요일 / 붓카케우동 300엔, 고기
우동 450엔 / ☎ 0877-62-6882 /  고토히라 역에
서 차로 10분

거대한 대야에 뜨거운 물과 함께 나오는 특대 가마아

게 우동으로 유명하다. 커다란 나무통에 담긴 우동을 

일행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가마아게 우동을 찍어 

먹는 국물은 커다란 호리병에 담겨 나오니 그릇에 따

른 후 면을 찍어 먹자. 다 함께 나누어 먹는 즐거움에 

우동 맛이 배가 되는 곳.

 4월~11월 10:00~19:00 / 12월~3월 10:00~18:30 / 
주말 및 공휴일 9:00~19:00 /  연중무휴 / 특대우동
(2인분) 930엔 / ☎ 087-843-3115 / www.wara-
ya.co.jp /  야시마 역에서 도보 10분

샐러리맨과 현지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 

오고 있는 우동 맛집. 셀프 타입의 가게로 직접 우동

면을 받아 따뜻하게 데워 먹는다. 그 위에 갓 튀긴 고

로케나 튀김을 토핑해서 먹으면 맛이 두 배. 탱탱한 

면발에 진한 국물까지, 기본에 충실한 사누키 우동을 

맛볼 수 있다.

 7:30~14:30 (재료가 소진되는 대로 영업 종료) /  
 매주 일요일, 공휴일 / 우동 200엔~, 고로케 90엔 / 
☎ 087-831-6279 / www.matsushita-seimen.jp / 
 리츠린공원 역에서 도보 15분

진정한 사누키 우동을 맛보고싶다면

마츠시타제면소 松下製麺所

현지인이 추천하는 맛집 중의 맛집!

자루우동 종갓집

카와후쿠 川福

거대한 새우 튀김이 두 개나 !

오카센 おか泉

ALL 수작업!

나카무라 우동 中村うどん

가마아게우동의 진수

나가타 in 카노카 長田in香の香

붓카케우동의 원조

야마시타 우동 山下うどん

특대 가마아게우동

와라야 わら家

다카마츠 시내

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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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누 키 우 동  맛 집

우동버스 코스

우동버스 코스

우동버스 코스



히가시카가와시에 위치한 『讃州井筒屋敷』의 장갑공방에서는 

장갑의 역사, 도구 전시 외에 세계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장갑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다.

마루가메 우치와의 모든 것을 만나고 싶다면 ‘우치와노미나토뮤지엄
(うちわの港ミュージアム)’을 꼭 방문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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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갑 手袋

호네츠키도리 骨付鳥

마루가메 우치와 丸亀うちわ

카가와 싯키 香川漆器

방한용 장갑부터 스포츠, 웨딩 장갑까지. 일본의 

다양한 장갑의 90% 이상를 차지한 히가시카가

와시(東かがわ市). 유명 프로 골퍼, ‘이치로’ 같

은 메이저리거를 포함한 프로야구 선수 등 일본 

내외의 수많은 운동선수가 카가와현산의 스포츠 

장갑을 애용 중.

살이 붙은 닭의 다리뼈를 통째로 오븐솥에 구운 

음식으로, 마루가메에서 탄생했다. 만화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다이나믹한 외관과 그 이상의 맛

을 갖고 있다. 부드러운 질감의 어린 닭과 씹는 

식감이 강한 어른 닭 2종류로 구분되고 우동과 

함께 사누키 소울푸드로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 3대 부채」 중 하나로 에도시대부터 내려온 
유서 깊은 특산품. 주 생산지는 마루가메시. 생산
량 연간 1억개,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97
년에 국가 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었다. 마루가메 
부채는 여름의 명물로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카
가와 여행의 선물로 인기이다.

카가와 싯키(칠기)는 고급 예술품으로부터 실용

품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의 풍부함은 일본 제일

을 자랑한다. 좌식용 탁장부터 장식선반 등의 실

내 생활용품부터 다기 등의 일용 소품까지 다방

면에 활용되고있다. 1976년에는 카가와 싯키를 

만드는 전 5개의 기법이 국가 전통 공예품 지정

을 받았다.

본사이 盆栽

소나무 분재 마니아들에겐 이미 정평이 나있

는 카가와현의 본사이(분재). 전국 소나무 분

재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본사이는 해

외에도 많은 수출을 하고 있으며 ‘BONSAI’라

는 이름으로 세계 여러 팬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희소성 또한 뛰어나단 평이다.

맥주와 함께 와구와구 먹

어주는 것이 최고의 시식 방

법.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그 맛!

현대풍으로 만들어진 칠기는 

리즈너블한 가격으로 구입 가능해서, 

일상에서도 간편하게 사용 가능.

주산지 : 카가와현 다카마츠시 

기나시쵸 고구분지마치

(香川県高松市鬼無町・国分寺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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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 와  특 산 물

와산본 和三盆

쇼도시마 소면 小豆島そうめん

쇼유마메 しょうゆ豆

올리브 オリーブ

전국적으로 유명한 카가와현의 “와산본”은 200

년의 전통을 지켜오며 카가와현 동부에서 제작

되는 고급 설탕과자다. 매우 섬세하고 녹는 식감

도 남달라 마치 입안에서 꽃이 피는 듯한 감각을 

선사하고 품위있는 달콤한 맛이특징. 양과자의 

재료로 쓰여질 뿐만 아니라 커피와도 매우 잘 어

울린다.

일본 3대 소면 중 하나로 꼽히는 쇼도시마 소면
은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다. 전국적으로도 
드문 ‘순정 참기름’을 사용해 독특한 풍미와 강한 
식감, 탄력적인 면발, 변질이 더뎌 변함없는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점이 특징이다. 숙련된 장인의 
손길로 만들어진 면발은 그야말로 예술이다.

카가와현의 향토요리로 직역하면 ‘간장콩’이 된다. 오직 이곳에서만 생산되는 특산품으로, 반찬은 물론 술안주로도 좋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랑 받고 있다. 저지방으로 다이어트와 건강에도 좋다. 달콤하고 구수한 맛으로 카가와현 방문시의 필수 기념품으로 손꼽힌다. 

일본 올리브 재배의 발상지이자, 최고의 생산처

를 자랑하는 쇼도시마. 파스타에서부터 사이다까

지 그리고 토너와 크림을 아우르는 코스메틱까

지 쇼도시마 올리브의 활약은 무궁무진하다. 특

히 보습과 유/수분의 균형을 잘 맞춰주는 ‘쇼도

시마 올리브 핸드크림’은 여성들에게 필수 구매

품목이 되고 있다. 

와산본 과자 목형 직공(와산본으로 만든 화과자를 찍어내는 모형의 

장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와산본 체험도 특별한 추억. 

직접 만든 화과자는 선물로도 그만이다.

카가와현 내 슈퍼와 마켓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올리브 공원 내 ‘미치노에키’에선 올리브와 허브를 사용한 

쇼도시마만의 특별상품을 다양하게 판매. 

기념품 구입에 안성맞춤이다.
우동이 취향이 아닌 사람이 있다면, 
대신 소면을 선물해주는 것도 좋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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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생 샷  찍 으 러  가 자 !

치 치 부 가 하마 CHICHIBUGAHAMA　父母ヶ浜

죽기 전에 꼭 가서 보고 싶은 풍경

1km에 달하는 긴 모래 해변이 이어지는 해안 치치부가하마(父
母ヶ浜)! 원래 석양이 아름다운 해안으로 유명하지만, ‘세상에

서 가장 큰 거울’이라 불리는 남미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 사

막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으로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곳이다. 간조 때 해변에 생기는 바닷물 웅덩이에 마치 거

울처럼 하늘이 비치는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인 생 샷  남 기 는  촬 영  비 법

1. 간조와 일몰이 겹치는 시점에!

2. 해변에 나타나는 거대한 물웅덩이에서!

3. 바람이 없어 수면에 파도가 일지 않을 때!

4. 카메라를 최대한 지면에 가깝게 들고

5. 모델은 물웅덩이에 최대한 가깝게 서서 포즈!

   *간조와 일몰이 겹치는 시간

   www.mitoyo-kanko.com/chichibugahama

추 천  먹 거 리

치치부가하마 해수욕장 바

로 앞에 자리해 있다. 일몰

을 기다리며 과일이 맛있기

로 유명한 카가와 미토요시

의 과일을 양껏 사용한 히무

로의 빙수를 먹어 보자. 365일 내내 맛있고 시원한 

빙수를 맛볼 수 있으며, 계절 한정 메뉴도 가득하다.

 11:00~18:00 /  월·
화요일 / 녹차빙수 730엔 /  
☎ 0875-82-2101 /  치
치부가하마 해수욕장에서 
도보 1분

일본의 간식거리 중 하나

인 ‘타코반’의 원조. 겉모양

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타코

야키처럼 보이나 한 입 베어 

물면 넘쳐 흐를 정도로 속이 

꽉 차 있다. 어른 혼자서도 한 개를 다 먹지 못할 만

큼 엄청난 양을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150엔으로 대

단히 저렴하다.

 9:00~19:00 /  부정기 휴무 
/ 계란 타코반 150엔 / ☎ 0875-
82-3189 /  치치부가하마 해수
욕장에서 차로 5분

빙수 카페 히무로 ひむろ 타코반 코마에 小前

치 치 부 가 하 마  가 는  법

*JR타쿠마역~치치부가하마 커뮤니티버스 시간표

www.mitoyo-kanko.com/chichibugahama

*커뮤니티버스 운행 휴무일

일요일 및 공휴일, 12/30~1/3

JR다카마츠역 JR타쿠마역 치치부가하마
JR선 특급  

(약 40분)

택시  

(약 15분) 약 2,500엔

커뮤니티 버스  

(약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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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궁

가미츠바키

오모테서원

다카하시 유이치관

보물관

나카노 우동학교

긴료노사토

야치요

고토산카쿠

다카도우로우

고토덴 고토히라역

고우바이테이

JR고토히라역

5인백성

5 인 백 성

五 人 百 姓

대문을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큰 우산으로 장식된 5

곳. 본래 고토히라궁 경내에선 가게 영업이 불가하

나 이 5인 백성은 예로부터 공로에 의해, 궁내에서

의 거래를 허가 받은 유일한 점포들이다. 참배길 여

정의 피로를 녹여주는 달콤한 가미요아메(加美代

飴:엿의 일종)는 놓칠 수 없는 진미. 두께가 상당해 

작은 망치로 분해해 먹는 이 엿은 은은한 유자향기

가 감도는 소박한 맛으로, 방문객들의 기념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     간_ 06:00~18:00（동계는 07:00~17:00） 
(계절, 날씨에 따라 변경 있음)

휴     일_ 연중무휴

요     금_ 가미요아메 8개 세트 500엔~

365
계단

JR열차 고토덴 열차

여기까지 365계단

          가마 타는 곳
대문

양쪽에 
기념품 가게들이 

죽 늘어서있다

100년 이상된
가게들이 밀집되어있다. 서비스와 설비는 최고급!

대문

본궁까지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기 때문에  

가벼운 복장 등 준비가 필요.  

기나긴 계단이 부담스럽다면  

5인 백성까지 가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조금 더 힘을 내서  

다카하시 유이치관까지  

올라가보자.

구 곤피라
대극장

고토히라쵸 
관광회관

온천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카가와현의 다른 관광명소와는 다르게 마치 과거의 시골역을 방문한 듯한 고토히라역에 도착함

과 동시에 낯선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통과 신앙이 살아 숨쉬는 장소. 성스러우면서도 이국

적인, 그와 동시에 묵묵한 다정함으로 반기는 고토히라의 분위기는 생경하면서도 어쩐지 안심이 

되는 묘한 감각을 전해준다. 역사와 신앙을 품고 있는 이 신비로운 곳에서의 여정은 예술과 우동

으로 각인된 카가와현의 또 다른 신비로운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의 장소가 될 것이다.

참배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이 많은 고토히라에서의 가장 좋은 교통편은 도보다. 산도(参道)에 있는 가게에서 

목적지까지의 계단을 오르기 위한 운동화와 지팡이를 무료로 대여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하지만 고토히라궁 외에 거리를 탐색하고 싶다면 렌탈 자전거가 가장 좋은 방법.

고토히라쵸 관광회관에서 1시간 100엔, 1일 500엔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여권 필수)

(보증금 1,000엔 필요-자전거 반납시 되돌려 받음)

K O T O H I R A 

▶JR 다카마츠역 – JR 고토히라역(특급 시만토) 약 40분 소요

*보통 열차 이용시 약 1시간 10분, 시코쿠 레일패스 이용자라면 특급을 이용가능

▶JR 다카마츠역에서 JR 도사센 특급으로 약 1시간

▶고토덴 다카마츠칫코역 – 고토덴 고토히라역 약 1시간 소요

▶다카마츠공항에서 리무진버스로 JR 고토히라역까지 약 44분. 

고 토 히 라

고 토 히 라 를  향 해

고 토 히 라  교 통 편

▶고토히라쵸 관광회관 : 0877-75-3700 (10:00~17:00 *우천시 렌탈 불가)

고토히라는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의 
참배길 가게들로 유명하다. 오직 이곳에서만 구입 가능한
기념품들도 많으니, 후회 없는 쇼핑 자금 준비는 필수.

고토히라, 이렇게 즐기자!

JR 고토히라역 

고토덴 고토히라역 

M A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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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 츠 바 키 

神 椿 

고 토 히 라 궁 

金 刀 比 羅 宮 

창업 110년 이상의 코스메틱 브랜드 ‘시세이

도 파라’가 운영하는 카페 겸 레스토랑. 카페

의 경우 셀프 서비스로 가격대도 부담이 없어 

참배에 지친 다리를 잠깐 쉬어가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다. 푸른 동백(츠바키)를 새긴 도제

의 벽이 포인트로서, 고급스러운 분위기 안에

서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다. 특히 큰 창

을 통해 바라보는 신사의 숲 풍경은 느긋한 자

연미를 선사한다. 

옛적부터 ‘사누키 곤피라상’이라 불려진 바다

의 신을 모시는, 일본 각지에 있는 고토히라 

신사의 총본산. 평생에 한 번 꼭 참배하고 싶

은 장소로 늘 손 꼽히는 곳이다. 고혼구(御本
宮)까지 785개, 오쿠샤(奥社)까지 1,368개의 

돌계단을 가진 긴 산도(参道)로 유명하며, 풍

년과 바닷길의 안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매년 

전국으로부터 많은 참배객이 방문한다.

시     간_ 1층 카페 09:00~17:00 (연중무휴)
지하1층 레스토랑 낮 11:30~15:00(연중무휴)
밤 18:00~21:00(예약제/매주 월요일 휴무)

전     화_ 0877-73-0202

홈페이지_ http://kamitsubaki.com/

시     간_ 경내 자유 (유료시설은 08:30~17:00)

휴     일_ 연정무휴

요     금_ 참배무료 (유료시설도 있음)

전     화_ 0877-75-2121

홈페이지_ www.konpira.or.jp/
교     통_ JR ‘고토히라역(琴平)’, 혹은 고토덴 ‘고토

히라역’에서 대문까지 도보 30분

500
계단

785
계단

대부분의 관광객이 고혼구에서 참배를 마치고 되돌아

간다. 내부의 벽과 천장에 장식되어 있는 그림과 장식

이 매우 훌륭한 본궁. 역사적 의미와 유적으로서의 가

치도 뛰어나지만 본궁의 진면목은 시원한 전망에 있다. 

본궁에 올라 바라보는 사누키 후지산과 사누키 평야의 

모습은 가히 압권이니 이 절경을 꼭 눈에 담아두자.

본궁  御本宮

다 카 하 시  유 이 치 관 

高 橋 由 一 館

오 모 테 서 원

表 書 院

석재로 유명한 카가와현산의 ‘청목석(青木石)’으로 

만들어진 2층 건물로 일본식과 서양식을 절충한 중

후한 조화미를 보여주는 곳이다. 카가와현 문화재

에 지정되어 있다. 메이지 시대 지어진 일본 최초기

의 박물관으로, 나라의 국립박물관과 대등한 역사

를 자랑한다.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11면관음상

(十一面観音像)을 비롯, 「36가인액 三十六歌仙額」 

등 고토히라궁의 보물인 귀중한 미술품과 문화재를 

다수 소장, 전시 중이다

1660년경, 제의식과 참배에 방문한 이들을 위

한 응접의 장소로서 이용한 영빈관. 총 7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있다. 건물은 에도시대 중기

의 화가 ‘마루야마 오쿄’가 그린 내부 벽화 5점

과 함께 국가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시     간_ 08:30~17:00 (입장은 16:30까지) 

휴     일_ 무휴 (개관시간, 휴관일은 임시로 
변경 가능성 있음)

요     금_ 성인 800엔, 고교생·대학생 4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시     간_ 08:30~17:00(입장은 16:30까지)

휴     일_ 무휴 (개관시간, 휴관일은 임시로 

변경 가능성 있음)

요     금_ 성인 800엔, 고교생·대학생 4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일본 근대 양화의 개척자’라고 칭해지는 다카

하시 유이치의 작품 27점을 전시하고 있다. 

시     간_ 08:30~17:00(입장은 16:30까지)

휴     일_ 무휴 (개관시간, 휴관일은 임시로 
변경 가능성 있음)

요     금_ 성인 800엔, 고교생·대학생 400엔. 
중학생 이하 무료

431
계단

52

円山応挙「虎之間」遊虎図　  오모테서원

다카하시 유이치관

보 물 관

宝 物 館

477
계단

400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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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카노 우동학교 고토히라점 

中 野 う ど ん 学 校  琴 平 校

추억과 기념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고토히라의 

명소. 카가와현의 명물 사누키 우동을 직접 만들

어보는 우동학교. 면을 혼합·반죽하고 밟고 늘리

는 과정 및 자르고 삶는 과정까지 직접 체험해보

며 사누키 우동 제작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

다. 이제는 고토히라의 명물이 된 강사들의 익살

스런 지도와 해설은 음악과 함께 큰 웃음을 준다.

시     간_ [체험] 09:00~15:00 중 희망시간대 예약
[가게] 08:30~18:00 (연중무휴)

요     금_ 우동만들기체험+자작 우동 시식+졸업장 족
자 세트 2~14인 1,600엔, 15인이상 1,400엔
*본인이 만든 우동 이외의 식사는 별도 요금

소요시간_ 체험 40~50분 / 체험+식사+쇼핑 약 90분

전     화_ 0877-75-0001 (예약필수)

홈페이지_ www.nakanoya.net/
교 통 편_ JR ‘고토히라역(琴平)’에서 도보 10분

오헨로 88순례지 

중 75번의 사찰. 일

본 진언종을 개조

한 홍법대사의 탄

생지로 널리 알려

졌으며, 현재까지 

진언종 사찰의 총

본산 역할을 하고 

있다. 홍법대사 3

대 영적 중 하나로 

원내에 국보급 문

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보물관이 있다. 지하의 어

둠속을 걷는 ‘계단 순회’와 원내 자리한 오중탑이 

유명하다.

젠츠지 総本山 善通寺

시     간_ 본당 07:00~17:00
납경소 07:00~17:00
보물관 08:00~17:00

휴     일_ 부정기휴무(보물관 전시체제, 
정비기간, 사내 행사 관계의 휴관 
가능성 있음)

요     금_ 계단 순회&보물관 관람료 
성인 500엔, 소인 300엔(중학생까지)

전     화_ 0877-62-0111

홈페이지_ www.zentsuji.com/ 
교 통 편_ JR ‘젠츠지역(善通寺)’에서 도보 20분 

또한 차로 5분

 1200년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나를 찾는’ 새로운 여행. 

오헨로 お遍路　　 

오헨로란 약 1,200여년 전 홍법대사(일본 진언종의 창시자)가 순회했던 

연고의 장소 "시코쿠 4현에 포진한 총 88개 사찰"의 순례길, 그곳을 순

례하는 행위를 뜻한다. 최초는 신앙적인 의미로 출발하였지만. 점차 워

킹을 통한 건강 증진, 관광 스팟 순회 등 오헨로가 가진 장점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플랜이 주목받고 있다. 도심 

생활 속의 스트레스를 비우고, 새로운 자신을 찾는 ‘힐링’, ‘자아성찰’ 여행으로 각광받고 있어, 청년층 특히 여

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끄는 중. 

사찰의 번호에 얽매이지 않고, 시작과 끝을 어디에서 하건, 중간부터 방문하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하는 일

까지 전부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조율 가능. 방법 역시 직접 걸어보는 도보 순례부터 차, 관광버스, 대중교

통 등을 이용하는 순례까지 선택의 자율성을 자랑한다. 흰 소복에 삿갓, 지팡이로 세팅한 ‘순례복장’이 아닌, 운

동화에 레깅스 같이 편안한 차림이라도 충분히 훌륭한 순례자가 될 수 있다. 이렇듯 정해진 규칙없이 자신이 

룰을 세워가며 자유롭게 어레인지할 수 있는 ‘순례’라는 점이 더없이 매력적인 오헨로다.

수료 후엔 졸업장을

수여받을 수 있고, 

자신이 만든 우동은 

한국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

몬젠마치  門前町

구  곤 피 라  대 극 장  

旧 金 毘 羅 大 芝 居 ( 金 丸 座 )

이름 그대로 고토히라궁의 다이몬(대문) 

앞까지의 참배길 거리를 말한다. 참배길 

양측에 죽 늘어선 가게들은 그 숫자만큼

이나 종류도 많아 어떤 것이라도 쉽게 

찾을 수 있다. 기념품을 구입하기에 안

성맞춤인 곳. 센베이, 소프트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맛보며 전통적

인 거리를 느긋이 산책 겸 쇼핑을 하는 

경험도 좋지 않을까.

현존하는 일본 최고의 연극 극장으로 에도시

대에 건축되었다. 일본에서 오직 이곳밖에 없

는 ‘카라이도(空井戸)’ 외에도 객석, 무대장

치 등 여러 시설이 당시 그대로 남아있어 과

거의 풍경을 재현한다. 1970년 국가 중요문화

재로 지정되어 매년 봄 ‘시코쿠 곤피라 가부키 

대극’을 공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회전무대

가 설치되어 있어 배우들을 보다 가까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가부키 외에도 전통 연

극을 상연한다.  공연 비개최시기에는 분장실, 

목욕탕, 회전무대 등 무대 뒷편과 극장의 곳곳

을 견학할 수 있다.

시     간_ 09:00~17:00 (연중무휴)

요     금_ 성인 500엔, 중·고교생 300엔, 소인 200엔

전     화_ 0877-73-3846

홈페이지_ www.konpirakabuki.jp/index.html
교 통 편_ JR ‘고토히라역(琴平)’에서 도보 20분

소유자가 변할 때마다 공연장 명칭도 바뀐다는 게 특징.

현재명은 가나마루좌지만 

정식명칭은 ‘곤피라 오시바이(旧金毘羅大芝居)’.



57

유모토야치요의 온천은 

신경통, 근육통 등에 특히 효과가 좋다.

1

1

1

3

4

3

4

2

2

3.고토히라 그랜드 호텔 

사쿠라노쇼  
琴平グランドホテル桜の抄

4.곤피라온천

유모토야치요  
こんぴら温泉湯元八千代

차분한 정취가 감도는 온천호텔로 22번째 돌계단 좌측에 위치, 고토히라궁 참배

에 용이한 입지를 가진 곳. 가부키를 이미지로 한 인테리어가 고급스럽고 고토

히라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발군의 로케이션의 전망 레스토랑 「이키리」의 식사

는 특히 호평으로, 일본요리 전국 그랑프리 준우승에 빛나는 실력파 쉐프의 솜

씨와 만나볼 수 있다. 노천탕이나 씨어터룸 등 방마다 타입이 다른 객실의 선택

도 이곳에서만의 즐거움이다.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 ☎ 0877-75-3218 / www.sakuranosho.jp /

     JR ‘고토히라역(琴平)’에서 도보 15분

1725년 창업, 머슐랭 가이드에도 소개된 오랜 전통의 료칸. 고토히라부터 사누

키 평야의 사계절마다의 풍치를 360도의 파노라마로 감상할 수 있는 전망의 노

천탕이 백미인 숙소다. 다양한 타입의 객실을 보유하고 있어 커플부터 그룹까지 

모두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세울 수 있다. 제철 재료를 사용한 음식과 사누키 우

동, 세토내해의 어패류들을 한번에 만나보는 식사 또한 이곳의 자랑. 품격 있는 

디자인과 퀄리티를 갖춘 개별온천이 딸린 객실은 가끔은 사치스러운 기분을 즐

기고 싶은 이에겐 안성맞춤인 휴식처가 될 것이다.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 0877-75-3261 / www.yachiyo.cc / 

     JR '고토히라역(琴平)'에서 도보 7분

사누키 우동부터 카레, 해산물, 

신선한 유기농 야채로 가득한 샐러드 바와 

주문 후 바로 조리되는 계란 요리 등, 

다채로운 고품격 조식이 특히 인기.

곤 피 라

온 천  마 을  호 텔

‘곤피라상’이란 별명을 가진 고토히라는 

예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카가

와현 굴지의 관광명소다. 고토히라궁의 

몬젠쵸에서 솟아나는 곤피라 온천마을

엔 다양한 취향의 관광객들을 만족시키

는 탁월한 온천시설로 가득하다. 매끈한 

촉감이 특징인 고토히라 온천에 잠겨 여

행의 피로를 달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은 어떨까.

시간대로 바뀌는 꽃온천탕은 

여성들에게 인기!!

장미온천탕 15:00~24:00, 

계절꽃 온천탕 05:00~10:0056

3

2.유모토 곤피라온천  

하나노유 
고우바이테이  
湯元こんぴら温泉 華の湯 
紅梅亭

1.고토히라온천 

고토산가쿠  
ことひら温泉琴参閣

고토히라궁 산기슭에 위치, 꽃과 녹음으로 둘러싸인 향기 만발의 온천 료칸. 코

토(거문고)의 연주와 향긋한 말차로 맞이하는 로비에서부터 낭만이 물씬 느껴지

는 곳이다. 꽃으로 가득한 온천장. 봄은 벚꽃, 여름은 신록, 가을은 단풍으로 물

드는 바깥 풍경과 함께 천연 온천의 온기, 미각을 감동시키는 음식과 만날 수 있

다.  대욕장과 노천온천은 히노끼탕과 각종 계절의 꽃으로 장식되어 있어 잘 꾸

며진 정원 속에서 온천욕을 하는 듯한 우아한 기분을 맛보게 해준다. 천연온천

과 탁월한 전망의 풍경을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절 노천탕(2,200엔)과 노

천탕이 딸린 객실도 여유로운 시간을 더하는 아이템.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 ☎ 0877-75-1111 / www.koubaitei.jp /

     JR ‘고토히라역(琴平)’에서 도보 5분(차로 2분)  *무료송영 있음(예약필요, 당일예약도 가능)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고토히라궁 산기슭에 위치한 온천 료칸. 여성들에게 

인기인 장미 온천탕을 시작해 여러 타입의 하이라이트 온천들로 가득하다. 고토

히라의 풍경을 아래에 두고 시코쿠의 웅대한 경치를 즐길 수 있는 숙박자 전용

의 전망 노천탕 등 호화 시설을 자랑한다. 묵는 이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우는 극

진한 대접으로 숙박객의 만족도가 늘 높은 곳이라는 점도 특징.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 ☎ 0877-75-1000 / www.kotosankaku.jp /

     JR ‘고토히라역(琴平)’에서 도보 5분 고토덴 ‘고토히라역(琴平)’에서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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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토대교 기념관

카가와현립 히가시야마 
가이이 세토우치 미술관

호텔 오쿠라

우타즈역

사카이데역

우치와노미나토 뮤지엄

마루가메역
마루가메시 이노쿠마 
겐이치로 현대 미술관

마루가메 프라자 호텔

세

토

대

교
마루가메시 이노쿠마 

겐이치로 현대미술관 
丸亀市猪熊弦一郎現代美術館

카가와현 출신의 세계적인 서양화가, 이노쿠마 겐이

치로 부터 기증된 2만점이 넘는 작품은 상시 전시

하고 있고, 연간 수 회 기획전도 개최하고 있다. 일

본 전국에서도 특별한 ‘역 앞 미술관’으로써 옥외 게

이트 플라자에 설치된 거대 벽화와 오브제가 입장 

전 부터 보는 이를 압도한다. 

 10:00~18:00(입장은 17:30까지) /  매년 12

월 25일~12월 31일 *전시에 따른 임시 휴관 있음 / 

성인 300엔, 대학생 200엔, 고등학생 이하 무료 / 

0877-24-7755 / http://mimoca.org /  JR ‘마루가

메역（丸亀）’에서 도보 1분

H

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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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우동 가게

밀집지역

카가와현립 히가시야마 

가이이 세토우치 미술관  
香川県立東山魁夷せとうち美術館　　　　

세토대교 기념관   
瀬戸大橋 記念館　　　　

카가와현과 인연이 깊은 히가시야마 가이이 화백의 유족

으로부터 기증받은 판화 작품으로 꾸며진 곳. ‘주변의 경

관을 해치지 않는 색으로’란 화백의 제안이 그대로 적용된 

세토오오하시가 눈앞에 펼쳐져 그의 작품과 아름다운 하

모니를 만들어낸다. 커다란 유리벽 너머로 경치를 조망하

며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뮤지엄 내 카페에서 가능하다. 

세계 최대의 도로/철도 병용 다리인 세토오오하시의 

기념공원 내에 있는 시설로, 세토오오하시의 완성까지

의 과정과 공사·가교 기술을 대형멀티영상과 디오라

마 등으로 감상 가능하다. 휴게실과 전망실, 브릿지 씨

어터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09:00~17:00 (입장은 16:30까지) /  매주 월요일 

(공휴일의 경우 개관, 단 익일 휴관), 연말연시(12/27~ 

1/1) *골든위크, 여름방학 기간은 무휴 / 테마 작품전  

310엔(고교생 이하는 무료) *특별전은 별도 요금 / 0877-

44-1333 / www.pref.kagawa.lg.jp/higashiyama / 

 JR ‘사카이데역(坂出)’에서 택시, 버스로 20분

 09:00~17:00 (최종입장 16:30) /  매주 월요

일, 12월 29일~1월 1일 / 무료 / ☎ 0877-45-2344 / 

www.setoohhashi.com /  JR ‘사카이데역(坂出)’

에서 버스로 20분

아파호텔
마루가메성

사카이데

성&아트, 맛집 순례의 천국

다카마츠에서 마루가메까지 JR로 30분!

일본 부채의 90%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마루가메는 매우 작은 마을. 하지만 돌담으

로 이루어진 명성(名城) ‘마루가메성’과 3개의 미술관으로 “성과 아트”의 거리로 거듭나고 있

다. 한편 마루가메와 사카이데의 경계에 위치, 사누키후지란 별명으로 더 유명한 ‘이이노야

마’는 워킹과 하이킹의 명소로도 유명. 사누키우동과 함께 카가와현의 명물 음식인 ‘호네츠키

도리’의 발상지인 이곳에선 맛있는 시간이 흘러 넘친다.

다카마츠공항에서 리무진버스로 마루가메역까지

Ⅱ. 순환버스  

귀여운 페인트 장식이 압권인 버스로 1일 자유

탑승권 500엔으로 가격도 저렴하다.

Ⅰ. 렌탈 사이클(마루가메 사이클)

장     소_ JR마루가메 역앞 광장 남쪽 출입구

이용시간_ 07:00-19:00 (연중무휴)

요     금_ 1일 300엔 (6시간 이내 200엔)

전     화_ 0877-25-1127

홈페이지_ www.love-marugame.jp/cycle

M A R U G A M E · S A K A I D E

마루가메·사카이데

마 루 가 메 를  향 해

마루가메성 丸亀城 

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루가메의 상징. 일본에서 

가장 작은 천수각은 현존하는 목조 12성 중의 하나로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훌륭한 돌담의 곡선미

는 扇の勾配(부채처럼 부드러운 곡선)라고 불린다. 일

본100명성(名城) 에도 선정되어 있다.

[천수각]  09:00~16:30 (입장은 16:00까지) /  

 무휴(시설점검 및 자료교체 시 임시휴관) / 200엔

(천수각) / ☎ 0877-25-3881(마루가메성관광안내소) / 

www.marugame-castle.jp /  JR ‘마루가메역（丸亀）’

에서 도보 10분

우치와노미나토 뮤지엄  
うちわの港ミュージアム

국가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된 마루가메 우치와(부채)의 

역사를 전하는 곳으로. 다양한 우치와와 귀중한 자료

들이 전시되어 있다. 실제로 직공이 우치와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 코너나, 직접 자신만의 우치와를 만

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도 있다. 

    09:30-17:00 (입장은 16:30까지) /  매주 월

요일(공휴일의 경우 개관, 단 익일 휴관), 연말연시 

/ 입장료 무료, 우치와 제작체험 800엔(5인 이상,  

1시간 전까지 예약 요망) / 0877-24-7055 / http://
marugameuchiwa.jp/facility /  JR ‘마루가메역（丸
亀）’에서 도보 15분

마루가메시 이노쿠마
겐이치로 현대미술관

오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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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リーガホテルゼスト高松

다이와 로이넷 호텔 다카마츠 
ダイワロイネットホテル 高松

뉴그란데 미마츠  
ニューグランデみまつ

선포트 다카마츠에 위치한 20층 규모의 도심형 호텔. 다

카마츠의 랜드마크다. JR다카마츠역과 다카마츠항을 모

두 도보 2분 내 움직일 수 있는 최상의 입지. 세토내해

와 야시마, 다카마츠시의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객

실, 좋은 소재만을 고집한 일본과 서양의 퓨전식 레스토

랑은 특히 매력적이다. 약 30여 종류의 일식과 서양식으

로 이루어진 풍성한 조식은 이곳의 자랑거리다.

다카마츠 중심가에 위치해 최적의 입지를 자랑하는 곳. 

JR다카마츠역과 다카마츠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이동

할 수 있으며, 카가와현 최대의 아케이드 상점가인 다카

마츠 마루가메마치 상점가가 바로 옆에 펼쳐져 있어 쇼

핑에도 용이하다. 전 객실에서 무료 인터넷 사용 가능

(LAN선은 프론트에서 대여가능)

세련된 시설과 모던한 분위기가 매력적인 호텔로, 얼리 

체크인과 여유 있는 체크아웃 시간이 강점인 곳이다. 공

항 리무진 버스로 ‘츄오코우엔 마에(中央公園前)’ 정류

장에서 하차 후 도보 5분의 거리. 이동 시간을 줄이고 현

지에서의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싶은 여행객에게 

적합한 숙소다. 마루가메 그린과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쇼핑하기에도 편리하다.

다카마츠 시가지에 위치한 호텔로 도심속 온천욕이 가

능한 이색장소이다. 호텔 바로 앞엔 대형마트와 백화점, 

일본 제일의 길이를 자랑하는 아케이드 상가가 자리해 

쇼핑에도 용이하다. 9개 이상의 골프장과 인접해있어 

다양한 코스를 체험하고 싶은 이들에겐 안성맞춤(공항-

골프장-호텔까지의 무료송영 버스 있음). 저녁부터 야

간까지 이용 가능한 대욕장과 사우나가 있어 여행의 여

독을 풀어준다. 
   체크인 14:00~ 체크아웃 ~11:00 / ☎ 087-811-
7855 / www.daiwaroynet.jp/takamatsu / JR ‘다카
마츠역(高松)’에서 도보 약 18분, 고토덴 ‘가와라마치
역(瓦町)’에서 도보 약 8분

   체크인 16:00~ 체크아웃 ~10:00 / ☎ 087-851-
3507 / www.nmimatsu.com / JR ‘다카마츠역(高松)’
에서 차로 3분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츠 
JRホテルクレメント高松

T A K A M A T S U  H O T E L  L I S T

   체크인 14:00~ 체크아웃 ~12:00 / ☎ 087-811-
1111 / www.jrclement.co.jp/kr /  JR ‘다카마츠역(高
松)’에서 도보 1분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 ☎ 087-822-
3555 / www.rihga-takamatsu.co.jp /  JR ‘다카마
츠역(高松)’에서 도보 10분, 공항 리무진버스 ‘효고마치
(兵庫町)’에서 하차 후 바로(30분 소요)

사누키 온천 도미인 다카마츠
さぬきの湯　ドーミーイン高松

신가바카와 관광호텔 
新樺川観光ホテル

호텔 세컨드 스테이지 
ホテル セカンドステージ

호텔 레오마노모리
ホテルレオマの森

다카마츠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호텔. 노천 온천과 조식 

뷔페로 특히 유명한 호텔 체인이다. 2018년 7월, 다카마

츠중앙공원 앞에 ‘타마모 온천 도미인 다카마츠중앙공

원 앞’이 신규 오픈했다.

사누키 지역 깊이 자리한 자연 온천마을 ‘시오노에온천’

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 탕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

로도 몸과 마음이 리프레시 되는 기분이 드는 숙소다. 

다카마츠 공항과 근접한 위치로, 빼어난 자연환경의 골

프장이 산재해 있어 골프 여행을 즐기는 이들에겐 더없

이 완벽한 숙소.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을 보유한 온천호

텔에서의 산해진미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카가와현의 최대 온천마을 ‘시오노에 온천’에 위치한 체

험형 숙박시설. 피부미용과 피로회복에 좋은 자가 원천 

100% 온천수를 경험할 수 있다. 모든 방에서 호수와 산

을 전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호텔로. 바베큐 하우스, 

목장, 공방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사누키우동 

만들기, 죽세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

길 수 있다. 

시코쿠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테마파크에 인접한 리조트 

호텔. 일본의 유명 온천 테마파크인 ‘오에도온센모노가타

리(大江戸温泉物語)’ 그룹 계열인 만큼 천연 노천 온천도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호화로운 저녁 뷔페가 일본 국내

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을 정도로 유명하다. 호텔과 연결된 

테마파크에서는 일본야경유산으로도 선정된 일루미네이

션의 야경과 각종 이벤트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요금 별도)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 ☎ 0120-112-
602 / www.shinkabakawa.com /  JR ‘다카마츠
역(高松)’에서 버스로 60분, 다카마츠공항에서 차로 
15분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 ☎ 0877-86-
5588 / http://lang.newreomaworld.com/hotel_
ko.html /  공항 리무진버스 고토히라 방면 승차 
‘NEW레오마월드(NEWレオマワールド)’에서 하차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1:00 / ☎ 087-832-5489 / 

www.hotespa.net/hotels/takamatsu /  공항 리무진
버스 ‘겐쵸도오리츄오공원 앞’ 하차 후 도보 약 5분

타마모 온천 도미인 다카마츠중앙공원 앞
☎ 087-835-5489 / www.hotespa.net/hotels/
chuotakamatsu  공항 리무진버스 ‘겐쵸도오리츄오
공원 앞’ 하차 후 도보 1분

   체크인 15:00~ 체크아웃 ~10:00 / ☎ 087-893-
1100 / http://hotel-secondstage.com/ /   다카마
츠 공항에서 차로 약 20분(송영서비스 有)

6060 61



카가와현 香川県

2020년 최신판

발     행_ 공익 사단법인 카가와현 관광협회

 Tel. 087-832-3377　

 Homepage. www.my-kagawa.jp

기획·제작_ (주)FINE ZONE 

 Tel. 02-725-8232

 AD.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117 동아빌딩 4층

인쇄·제본_ 동진기획

느린 걸음 감성이 꽃피는 카가와 

※ 본서에 게재되어 있는 데이터는 2020년 3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각 데이터에 변경사항이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서에 게재된 사진, 일러스트, 지도 및 문장의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