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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핑 제작 위원회

잠깐 시간 있으세요?
저희들이 다카마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海沿いサイクリングコース
COURSE
MAP

붉은 등대

4

사이클링 코스
상점가 맛집 순례 코스
리쓰린 공원 코스

[ 피핑 제작 멤버 ]

디저트 가게
기념선물 가게
[대여 자전거]

저희 5명은 다카마쓰 대학의 핸드메이드 동아리 멤버입니다. 친한
멤버들이 모여 즐거운 마음으로 관광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손에 들고 다카마쓰를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포트 다카마쓰
5

유인 포트
무인 포트

E

1

고토덴전철
다카마쓰칫코 역

기타하마 알리

레크잠 홀

저희들에
대해 잠깐 소개!

다마모성

2

JR 다카마쓰 역

3

가가와현립 뮤지엄

miku

세토오하시도리 도로

D

B

마루가메마치 돔
A

리 길

리길

마루가메마치 그린

1

리길

시청

D

고토덴전철
가타하라마치 역

고토덴전철
이마바시 역

F

주오 공원

상점가

현청

E

5
4
3

고토덴전철
가와라마치 역

주오도리
도로

리쓰린 공원
고토덴전철
리쓰린코엔 역

nanami

시바견을 너무 좋아하는 도요사와입니다. 여러분이 즐겁게 다카마쓰를 여행하시길 바랍니다!

야마오카 리노

가족이나 친구들과 점심 먹으러 가는 것을 좋아해서, 이번 기획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쿠미 사야카

항상 씩씩한 다쿠미입니다! 여러분이 다카마쓰의 좋은 점을 직접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키 유미

이번 기획을 통해 여러 장소를 둘러보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에하라 나나미

이번 기획을 통해 예쁘장한 과자를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이클링 코스

‘피핑’이란?

・・・P05 〜 P06

명칭의 유래는 사누키 지방 방언으로 우동을

상점가 맛집 순례 코스 ・・・P07 〜 P08

뜻하는 “피피”와 “쇼핑”의 조합!
다카마쓰시에는

・・・P09 〜 P10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는

일본에서 가장 긴 상점가가 있으며, 시내의
관광지도 콤팩트하게 정리되어 있어서 다양하게

[ FEATUER ]
JR 리쓰린 역

yumi

도요자와 미쿠

리쓰린 공원 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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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yaka

[ COURSE ]

쓰 중앙

F

다카마

일본 적십자 병원

다카마쓰 경륜장

페리도

비주쓰칸도

A

라이온도

B C
C
2

rino

즐길 수 있습니다! 우동 이외에도 매력이 가득한

디저트 가게

・・・P11〜 P12

기념선물 가게

・・・P13 〜 P14

가게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여기를 체크!

다카마쓰시를 피핑과 함께 발견해 보십시오.

#피핑

다카마쓰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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栗林公園コース

RENTA BICYCLE

RENTA BICYCLE

대 여 자전거 를 빌리자!
다카마쓰의 거리는 매우 콤팩트!
대여 자전거를 빌리면 어디로든 가기 편리해요♪

R E N T A L 자전거를 빌려 보자!

선포트 다카마쓰
고토덴전철
다카마쓰칫코 역

CHECK

레크잠 홀

기타하마 알리

다마모성

JR 다카마쓰 역

→

주소와 성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등)을 준비.

가가와현립 뮤지엄

→

게이트가 열리면, 출발!

대여 자전거를 빌리자

쓰 중앙

→
출구에 설치된 정산기에
이용증을 삽입하자.

표시된 요금을 지불하자.

R E T U R N 이용이 끝났으면 반납하자!

상점가

현청

→

리길

리길

주오 공원

고토덴전철
이마바시 역

대여 자전거를 꺼내자.
안전점검도 잊지 마세요!!

다카마

일본 적십자 병원

마루가메마치 그린

LET'SGO

페리도

리 길

시청

라이온도

비주쓰칸도

다카마쓰 경륜장

고토덴전철
가타하라마치 역

→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로!
‘이용증’을 받자.

세토오하시도리 도로

마루가메마치 돔

01

!

02

[ 접수시간]
7:00～22:00

고토덴전철
가와라마치 역

[ 시설 사용시간]

→

유인 포트 7:00~23:00
주오도리

무인 포트 7:00~22:00

→

[ 요금]

도로

JR 리쓰린 역

200엔/24시간
24시간 이내라면 몇 번을 이용해도 200엔
6시간 이내 100엔

자전거 주차장 입구의
정산기에 이용증을 삽입.
안내판의 설명에 따라 주세요.

게이트가 열리면 재입장.
※연장 요금이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요금을 지불하자!

지정된 장소에 열쇠를 꽂은
채로 자전거를 반납하세요.

[ 이용증]이 필요!

리쓰린 공원
고토덴전철
리쓰린코엔 역

작성에 필요한 것
주소, 성명, 생년월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면허증, 학생증 등)
(외국인은 여권, 재류카드)

[ INFORMATION ]

※작성 시에는 이용에 관한 설명 등이
있으므로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

·전화 접수시간: (매일)7:00～22:00ㅤ·일시 이용증 신청 접수시간: (매일)7:30～22:00

대여 자전거 관리센터

０８７−８３１−５３８３

T E L：

○대여한 포트가 아닌 포트에서도 반납할 수 있습니다.ㅤ○7군데의 대여 자전거 포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접수하지 않습니다.ㅤ○재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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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해안가를 여유롭게
사이클링 코스

좃토 카페

START 다카마쓰 역
→

대여 자전거로 명소 둘러보기♪
해안가를 상쾌하게 달리며, 다카마쓰의 역사를 접해 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해안가를 느긋하게 걸어 보는 것도 좋아요♪

먹으면 행복해져요♡

GOAL 선포트 다카마쓰

‘좃토 카페’에서 먹을 수 있는 오이리
소프트 아이스크림은 맛뿐 아니라
비주얼도 예뻐서 인스타그램용 사진으로
최고♡

다카마쓰 역

다카마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sayaka

다카마쓰 역은 가가와현의 현청 소재지인 다카마쓰시의
현관!
역의 애칭은 ‘사누키 다카마쓰 우동 역’. 역 정면에는
놀랍게도 귀여운 얼굴이!

休

087-825-5256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선포트 2-1 마리타임 플라자 1층
10:00～21:00
휴일무휴
없음

본격적인 크레프도 있습니다!

가가와 오요메이리 소프트
아이스크림 250엔
오이리란? →P14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하마노초 1-20
야경이 정말 아름답다!
기념 사진을 찍어 보세요♪

선포트 다카마쓰

다카마쓰 마쓰다이라 가문의 별장
중요문화재 ‘히운카쿠’

바다에 면하여 세워져 있는
“시코쿠 지방의 관문”
가가와현 다카마쓰시의 다카마쓰항을
ㅤㅤㅤㅤㅤㅤㅤㅤ

사적 다카마쓰 성터
[ 다마모 공원 ]

구성하는
재개발 지구의 선포트 다카마쓰. 다카마쓰시의
새로운 거점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심벌 타워의 옥상 광장에서 바라보는 세토 내해의
경치는 최고!

다카마쓰의 역사를 접해 보자!
다카마쓰 시립 다마모 공원으로 정비되어 유료로 개방되고 있습니다.
나룻배를 타고 경치를 감상(3월～11월)하거나, 도미에게 먹이를 줄 수도
있다! 다양한 종류의 이벤트도 개최되므로 출발 전에 홈페이지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休

087-851-152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다마모초 2-1
시기에 따라서 개장 시간이 달라집니다
휴일무휴
있음

바다에 면한 장소에 있는 분수 ‘미즈노하시라’
성에 출입하는 배를 감시했던 ‘쓰키미야구라’

umie

클래식한 분위기의 공간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탁 트인 공간에서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가게.
가게 안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 일상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따뜻한 스튜로 몸도 마음도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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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

087-826-2555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선포트 1-1
각 시설에 따른다
휴일무휴
있음

여유롭게 산책하며 바라보는 붉은 등대

비프스튜 플레이트 1,200엔

오래된 항구의 창고 거리를 리노베이션한
‘기타하마 알리’의 한 구획에 있습니다.

다카마쓰 역 바로 옆에 위치한 지역이
선포트 다카마쓰입니다.

감자 밀푀유 Pizza 1,000엔
바삭바삭한 생지와 감자의 조화가 환상적!
休

087-811-7455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기타하마초 3-2
기타하마 알리
월～금 11:00～23:00
토요일 10:00～23:00
일요일, 국경일 10:00～21:00
휴일수요일ㅤㅤ없음

대여 자전거로 명소 둘러보기♪

ㅤ087-825-1702

밤이 되면 경관조명이 켜진다♡

붉은 등대
바다를 바라보는 연인을 위한 등대♡
일본3대 밤의 등대로 인정받은 통칭 ‘세토시루베’.
밤이 되면, 유리벽으로 된 등대가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뽐냅니다.
등대까지 이어진 방파제에서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休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선포트(다카마쓰항)
24시간(날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휴일무휴
있음
세토우치의 경치를 한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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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RSE

기분에 맞게, 기호에 맞게♪

친구와 함께 맛집 순례 코스

달거나 짜거나, 담백하 거 나 푸 짐 하 거 나 , 그 때 의 기 분 에 맞 춰 자 신 이 가 고 싶 은
가게를 골라 보는 것은 어 떠 세 요 ?

고토덴전철

START 가타하라마치 역
→

가 가 와 의 특 징 이 느 껴 지 는 먹 거 리 가 가득♡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상점가에는 다양한
지역 마스코트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고토덴전철

GOAL 가와라마치 역

와산본 전통설탕, 말차,
초콜릿칩 젤라토 300엔

젤라테리아 toitoitoi
신선한 과일이 젤라토에!

miku

팥죽 670엔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3종류 조합할 수 있어서 고르는 것도
즐겁다!
소재 자체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본격적인 젤라토
가게입니다.

디저트 카페 부도노키
꼭 한번 맛보세요!

말차 믹스 파르페
900엔
새알심이 쫀득쫀득합니다.

가가와현의 향토요리 ‘팥죽’을 맛볼 수 있는 가게.
흰된장과 단팥의 조화로운 맛이 환상적!

다카마쓰 미쓰코시쪽에서 라이온도리 길로 들어가면 바로 근처

休

라즈베리, 화이트 초콜릿,
호박 젤라토 300엔

친구와 함께 맛집 순례 코스

休

087-822-2042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햣켄마치 2-1
화～토요일 10:00～20:00 일요일·국경일 10:00～16:00
(주문 마감시간 평일 19:30 일요일·국경일 15:30)
월요일(국경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없음

087-861-5353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도키와초 1-9-3
11:11～19:01
휴일수요일
없음

새빨간 문과 하늘색 지붕이 시선을 끕니다!
예쁜 간판이 표지물!

산비키노코부타
식물로 둘러싸인 탁 트인 느낌의 가게

닉네임은 ‘산부타’

인기 만점의 수량 한정 점심식사
음료 포함 1,300엔

현지의 신선한 과일로 만든 수제 케이크는 물론
주스, 샌드위치 등⋯.
전부 먹고 싶어요♡

休

087-861-5353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도키와초 1-4-9
10:00～19:00
휴일수요일
없음

딸기 프렌치 토스트 800엔
부드러운 토스트와 딸기의 궁합이 최고.

프루츠 샌드 430엔
푸짐한 크림과 신선한 과일이 듬뿍!

마치노 슈레963
충실한 일상을 위한 제안
가가와의 기념선물을 구입하고 싶을 때나 카페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
카페에서는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중심으로 농약과 첨가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 맛뿐 아니라 몸에도 좋아 인기
만점♡

사누키 파스타(페투치네) 270엔
가가와와 시코쿠 지방의 특산품이 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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休

087-800-7888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13-3 다카마쓰 마루가메마치 산반가이 동관 2층
상품 판매 11:00～19:30
카페 [월～목] 11:30～18:00(주문 마감시간 17:30)
[금～일] 11:30～22:00(주문 마감시간 21:00)
휴일셋째 월요일(국경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
제휴 주차장 있음

오니쿠야상노 미쓰와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가라스파 450엔
튀김+
스파이시 포테이토

출출할 때 가볍게 들러 주세요.
주문을 받은 후에 튀기니까 따끈따끈한 상태로
먹을 수 있습니다.

休

087-831-4609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도키와초 1-4-8
12:00～13:00, 15:00～19:30
미쓰와의 크로켓
휴일부정기
120엔
없음
겉은 바삭, 안은 폭신폭신한 식감이 일품이다!
08

POINT!

사계절의 풍경과 만나자

GARDEN MAP

N

국가 특별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정원 가운데 가장 큰 넓이를 가진
리쓰린ㅤ공원은 약 3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계절마다 각기 다른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케도이노타키 폭포
신바쓰료 다리
구 히구라시테이

쇼후다

간스이치 연못

자전거 주차장

단풍나무 호안

도켄쇼 섬
(사랑의 철쭉)

기저귀 교환대

고리헤 구층탑

센기 바위 고마쓰테이
쇼잔산
게이슌쿄 다리

6

히에이간 바위

3월 하순～4월 상순이 개화시기

09

에이타이바시 다리
북 매화림

군오치 연못

후요호

P

4

현영 동문 주차장

꽃창포원

관광사무소

비사문천 사당

출구
AED

P

간오카쿠

사누키 민예관

가모바(가모히키보리)

매표소

시메이테이

P

JR 다카마쓰 역→

5

국도 11호선

P

가가와 물산관 리쓰린안 도키와바시 다리

상세한 점포 정보는 공식 사이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고토덴전철 리쓰린 역↓

P

3 나룻배 타는곳

2 기쿠게쓰테이

‘사누키 다이닝’으로 인정된 카페 레스토랑

에도시대의 ‘큰 찻집’

아름다운 경치를 나룻배를 타고 즐기자

가가와현산 식재료로 만든 다채로운 메뉴를
제공.

역대 영주들에게 사랑받아 온 기쿠게쓰테이.
말차, 엽차를 과자와 함께 맛볼 수 있다.

남호에 배를 띄우고 뱃놀이.뱃사공의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정원은 특별하다.

사누키 다카세의 녹차 우동 1,296엔

【입장료】 500엔(엽차·과자 포함), 700엔(말차·과자 포함)

【정원】 6명 【승선～하선 시간】 약 30분(예약 가능) 【승선료】어른 610엔

초여름의 기쿠게쓰테이

4 하나조노테이

11월 하순～12월 상순이 절정기

고후테이

나룻배 타는곳

하나조노테이

1 가든 카페 리쓰린

운치 있는 건물에서는 더운
여름에도 시원한 풍정과 기분
좋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만 찾아드는
‘솔부엉이’를 볼 수 있을지도.

후요쇼 연못

리쓰린

리쓰린 공원 ㅤ
사계절의 풍경과 만나자

장루 환자
대응

세키료 다리

햣카엔(약초원) 터

벚나무 표본목

통용문(하기고몬문)

매표소

센칸치 연못

1

3

조원과

잔디 공원

진류테이

남 매화림
오테우에 소나무
뒤돌아보는 사자
쓰루카메 소나무
바위와 모란 바위 바이린쿄 다리
가든 카페
하코
소나무·
강무장
뵤부 소나무
상공 장려관
네아가리 떡갈나무
히말라야 삼나무
북호

히라이호

← 고토히라
ㅤ 다카마쓰 공항

북문(가이노쿠치고몬)

사쓰키테이

서양식 화장실

봄에는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약 320그루의 벚나무가
만개합니다. 조명경관이
밝혀지는 시기의 밤에는
낮과는 전혀 다른 경치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리쓰린 공원 비석

호비우

후키아게테이 엔게쓰쿄 다리

소화기

아름다운 여름의
물가

P

서호

네아가리 섬잣나무

덴뇨토 섬

흡연구역

AED

북쪽 정원

히구라시테이(토·일·국경일)

단풍나무 섬
남호

(말차 포함)

AED

석벽[붉은벽]

2

기쿠게쓰테이

관람료 있음

수유 설비

남쪽 정원

가이센간

찻집

기념선물

P

E

주차장

휠체어 대응

현영 북문 앞 주차장

rino

S

식사

P

화장실

리쓰린을 물들이는
아름다운 벚꽃

시운잔산을 향해
지도를 들고 가세요!

시운잔산
W

COURSE

리쓰린 공원

가장 인기 있는
단풍 명소

겨울에도 아름다운
정원

겹겹이 쌓인 선명한 색의
단풍잎. 봄과 마찬가지로,
조명경관이 밝혀지는 시기의
밤은 더욱 아름답고 환상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겨울
정원의 풍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이 좋으면, 눈으로 단장된
풍경을 볼 수 있을지도.

5 가가와 물산관 리쓰린안

6 도켄쇼 섬

사누키의 향토요리로 후대

지금까지 몰랐던 가가와의 매력을 발견

인스타그램 용 사진으로 인기있는 ‘사랑의 철쭉’!

영주가 된 기분으로 식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식사는 모두 예약제입니다.

가가와의 과자, 식품, 향토주, 공예품, 잡화 등,
약 2,500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침죽 1,300엔～(7:00～10:00)
저녁 ～21:00

1.메모장 378엔ㅤ2.마스킹 테이프 486엔
3.와산보메구리(가가와) 648엔ㅤ4.손수건 648엔

우연히 하트 모양이 된 철쭉.
봄에는 분홍색 ‘사랑의 철쭉’을 볼 수 있다.
애정 운세 상승을 기원하는 분들께도 추천!

3.

리쓰린의 설경

1.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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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맛도, 비주얼도 최고!
다카마쓰 디저트의 결정판.

５DAY‘S COFFEE
다카마쓰에서 보내는 우아한 시간♪

인 스 타 그 램 용 사 진 찍 기 에 너 무 좋은 추천 디저트가 가득!
마 음 에 드 는 디 저 트 를 꼭 만 날 거 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진 찍고 싶어지는 가게 내부와
디저트.
밤에 카페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좋다. 음료수를
세트로 주문하면 100엔 할인♡

Cream Factory
크림 듬뿍 슈크림
크림이 농후하고 종류가 풍부한 슈크림.
초콜릿과 말차, 커스터드 등 좋아하는 맛을 골라 주세요.

休

무슬린 슈 100g 237엔～
C앙증맞은 한 입 크기!

087-851-4315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니시키마치 1-19-3
10:00～18:00(품절되는 대로 종료)
일요일·국경일
없음

밤 타르트
650엔(음료수 세트로 100엔 할인)

프렌치 토스트
믹스 베리&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 750엔
겉은 바삭바삭, 안은 폭신 촉촉.

休

계절에 따라 내용물이 바뀌며,
제철 과일의 타르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087-802-588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지야마치 1-11 2층
일요일11:00～18:00 그 이외 11:00～24:00
(음료수·식사 주문 마감시간:폐점 1시간 전)
휴일부정기
없음

누가틴 아이스 샌드
피스타치오 650엔
오도독 씹히는 로스트 아몬드
캐러멜과 아이스크림의 절묘한 조화!

고객의 기호에 맞게 원하시는
양을 측정하여 판매합니다.

예쁘게 찍어서
SNS에 올리자♪

미야코만 혼포
정겨운 맛과 향
은은한 단맛의 흰팥이 들어 있는 정겨운 맛의 미야코
만주.
이외에도 촉촉한 계란말이와 주먹밥 등이 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으로 통일된 깜찍한 가게 내부
리코타 치즈와 머랭을 사용한 폭신폭신한 팬케이크를 꼭 맛보세요.

休

087-887-7778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효고마치 1-15 후키빌딩 2층
11:00～18:30
휴일월요일(국경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없음

베리베리 900엔
베리와의 환상적인 궁합.

캐러멜 바나나와 호두 900엔
소금맛 캐러멜이 특징.

休

2.저지 우유 210엔

와산본 푸딩 330엔
농후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미타니 제당의 와산본
전통설탕을 사용.

농후하고, 감칠맛과 감미로움이
느껴지는 우유

2.
1.

미야코 만주 400엔(10개입)
작고 귀여운 만주♡

마루가메마치점
밀크 디저트의 보고

가가와의 와산본 전통설탕과 가가와현 사누키시에
위치한 오야마 목장의 저지소에서 짜낸 우유로
만든 와산본 푸딩을 추천.
이외에도 케이크와 빵, 우유 등 맛있는 것들이
가득!!

차가운 크림빵 240엔
희소당을 사용한 생지에
2종류의 크림이 듬뿍!

11

nanami

087-834-799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도키와초 1-9-2
8:00～18:30
휴일화요일
없음

오야마 목장ㅤ우시오지상

1.와산본 요구르트 220엔
와산본 전통설탕으로 단맛을 낸 요구르트

맛도,비주얼도최고! 다카마쓰디저트의결정판.

CAFE LOURDES

休

087-822-5165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14-6
다카마쓰 마루가메마치 니반가이 2호관 1층
11:00～18:00
휴일화요일
없음

주먹밥 125엔～
주먹밥도 있습니다.
재료의 종류도 여러가지!

과자 공방 르부 온마이점

프티 와산본 롤케이크 237엔
인기 No.1! 와산본 롤케이크는
크림이 너무 달지 않아 먹기 좋다♡

사누키 온마이 648엔(부가세 포함)(5개입)

마루가메마치 그린점
상점가에서만 맛볼 수 있는 디저트♡
‘온마이’는 사누키 지방의 방언으로 과자를 말합니다!
가가와현내의 다른 가게에는 없는, 이곳 만의 디저트는
맛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休

087-811-755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7-16
마루가메마치 그린 서관 1층
10:00～20:00
휴일무휴
있음(마루가메마치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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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다카마쓰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
꼭 기념선물로!

1.

2.

소케 구쓰와도

가가와의 특산물을 활용한 개성적인 과자와 잡화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한 기념선물은 물론, 자신을 위한 여행 기념으로♡

가와라만 550엔(부가세 포함)(5개입)
과자 장인이 정성스럽게 구워 낸
최고급 만주

1877년에 창업한 유서 깊은 가게!
전통의 맛을 지켜 온 다카마쓰의 노포.
기와 지붕을 보고 찾아오세요.

메이부쓰 가마도
休

가～마～도 가～마～도♪
가가와 현민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적 있는 CM송으로
친숙한 전통있는 가게!
2층의 커피숍에서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다.
가마도 파이 97엔
바삭한 파이에, 호두가 액센트!
메이부쓰 가마도
226엔(3개입)
부뚜막 모양을 한 귀여운 만주

休

087-851-2389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2-10
9:00～19:00 카페 9:00～18:30
휴일1월 1일·셋째 월요일(국경일인 경우, 다음날 휴무)·12월은
무휴
제휴 주차장 있음

087-851-928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효고마치 4-3
8:00～19:00
휴일1월 1일
있음

1.헬로키티 가와라 센베이 680엔(부가세 포함)(10개입)
귀여운 키티가 새겨진 가와라 센베이.
새겨진 그림은 계절별로 바뀝니다.
2.작은 가와라 센베이 594엔(부가세 포함)(10개입)
소케 구쓰와도의 인기 최고 상품!

사누키 우동풍 구미 410엔

쇼후안 가네스에

사누키 고사리떡
1,100엔(450g)
뜻밖에 미소가 나오는 절묘한 맛

고사리떡을 만들어 온지 반세기

역시 우동의 고장! 우동에 관한 기념선물의 종류가 풍부

休

다이우보 780엔(6개입)
깔끔한 단맛과 섬세한 맛!

가라이모킨
780엔(6개입)
고구마의 단맛이
입 안 가득 퍼집니다♡
休

1.

‘도기 칠기’ 액세서리
1.(시즈쿠) 3,000엔
2.(쓰유다마) 3,500엔
3.(이치마쓰) 4,000엔
매끈하고 귀여운 옻칠 액세서리

2.

사누키 산업공예관

우동 열쇠고리 540엔
우동의 고장으로 자부하는
가가와현다운 기념품.
기념선물로 어떠세요？

087-822-0459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선포트 2-1 마리타임 플라자 다카마쓰 1층
10:00～21:00(12월 1일～2월 28일
10:00～20:00)
휴일무휴
선포트 지하 주차장

다시 팩 11번
476엔
무첨가, 일본산
소재만을 고집한
하나노쇼의
오리지널 다시 팩!

look

in

오이리란?
가가와현에서 처녀가 시집 갈 때 가져가는
도구의 하나로 여겨지는 경사스러운
“오이리”.
은은한 단맛과 육계나무껍질의 풍미가
특징인 행복을 가져다주는 과자입니다.

yumi

와 DASHI안 하나노쇼

선 크랏케

오동나무함에 담은 니오이 데마리 공 3,780엔
사누키 가가리 데마리공 보존회가 만드는 니오이 데마리

3.

클래식하고 깜찍한 가게 내부가 인상적

말린 정어리·다시마
얇게 깎은 눈퉁멸

과자뿐 아니라 가가와현의 전통공예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 특징!
자신을 위한 선물로 어떠세요?

休

13

시로와쿠 오이리토타이 540엔
화려한 색의 과자.
도미 모양의 과자도 들어있어
축하하는 의미도 있다.

지역 마스코트 관련 상품도 충실하게 갖춘 시코쿠 지방의
매력이 가득한 가게.
역에서 가까우니까 돌아가는 전철을 기다리는 동안
기념선물을 찾으러 가 보는 것은 어떠세요?

087-887-814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타하라마치 9-2
11:00～19:00
휴일수요일
없음

다카마쓰에는 재미있는 것들이 가득 꼭 기념선물로!

희소당을 다양한 종류의 과자에 사용!
다이우보는 가가와현 생산품 콩쿠르에서 ‘최우수상’
을 수상하였습니다.
087-887-800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1-11 다카마쓰
마루가메마치 이치반가이 동관 1층
10:00～20:00
휴일1월 1일
제휴 주차장 있음

매끄럽고 쫀득한 생우동을
닮은 독특한 지역 특산 과자

시코쿠숍 88

세련된 일본 다시 전문점!
역사깊은 건어물 가게와 인접해 있는 모던한 공간.
일본 다시(육수) 소믈리에와 대화하며 일본 다시의 맛을
비교해 보거나, 오리지널 일본 다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노쇼’ 일본 다시
호준본격 사누키 우동 648엔
본격 일본 다시를
사용한 우동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다.

休

087-831-3307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미나미신마치 4-1
11:00～17:00
1월 1일～1월 3일
없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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