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철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아낌없이 사용한 부드러운 맛의 
프렌치와 섬세한 일본 요리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육류는 물론이고, 해산물이나 채소 등 현지의 제철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만드는 ‘세토우치 차이니즈’. 
‘리가호텔제스트 다카마츠’ 직영의 중국요리점.

셰프가 직접 고른 제철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사용. 전통 기법과 
유연한 아이디어가 잘 혼합된 주옥같은 메뉴를 제공한다.

엄선된 고기와 해산물, 채소 등의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구운 요리 외에도 재료 본연의 맛을 끌어낸 지중해식 요리, 
타파스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양상추
(라리루레 양상추)

신선하며 맛있고 건강에도 좋은 가가와의 농산물. 
일조 시간이 길고, 1년 내내 기후가 온난한 가가와현에서
풍부한 햇볕을 받고 자란 채소와 과일. 
천혜의 풍토에서 하나하나 정성껏 재배되고 있습니다.

포도로 만든 사누키 와인과 일본주를 베이스로 한 딸기 리큐어도 인기입니다.

긴토키 당근

아스파라거스
(사누키노메자메)

마늘

배
(고스이)과일과 채소

가가와 현산품 레스토랑

Guide　  MAP

가가와현에서는 일 년 내내 온난한 세토우치식 기후가 유지되고 있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한 올리브나 새끼
방어 등의 해산물, 명물 사누키 우동 등 온화한 기후와 풍토에서 재배된 훌륭한 특산품들이 많습니다.

''사누키 다이닝'이란 가가와현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가와현산 특산품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입니다. 

가가와현의 옛 지명인 ‘사누키’가 붙은 이 레스토랑에서는 현

내의 농가나 어장에서 들어오는 생산자의 정성이 담긴 식재료를

사용해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누키 다이닝에서 맛있는 여행의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가와현의 기후와 풍토에서 재배된 맛있는 식재료. 

⑧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중국요리 도카엔

⑦중국요리 페킨 본관

낙지김

가가와현에서는 어업이 활발. 
세토 내해에서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올리브 축산물 
해산물

삼치

올리브 새끼 방어
사누키 연어

올리브 소고기

올리브 유메부타
(가가와현산 돼지고기), 
올리브 돼지고기

가가와 현산품 레스토랑

https://www.kensanpin.org/
umaimon/global/kr/

※본 리플렛에서 소개하는 메뉴는, 계절 혹은 점포의 재료 상황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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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점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로!

A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사누키의 별미를 맛보고 비교. 
프랑스 요리×일본 요리 

⑨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RIHGA Dinning and Bar 지코

● 주소／⊩760-0025 가가와현
다카마츠시 후루진마치 9-1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2층 
● 전화 번호／+81-87-822-3501
● 영업 시간／
점심 시간 11:30~14:00
저녁 시간 17:30~21:00
(마지막 주문 20:30)
● 정기 휴일／일요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도보 10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DC카드/UC/니코스

⑩그릴&와인 리갈로

엄선된 사누키의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철판구이 캐주얼 다이닝.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14번지 6 마루가메마치 니반가이 2호 3층
● 전화 번호／ +81-87-813-1670
● 영업 시간／
11:30~15:00(마지막 주문 14:00)
17:30~22:30(마지막 주문 21:30)
● 정기 휴일／ 월요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고토덴 가타하라마치 도보 7분
마루가메마치 이치반가이 돔 남쪽으로.
니반가이 도토루 커피 3층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활용하여 ‘의식동원’을 콘셉트로
한 중국요리의 새로운 매력을 창조. 

● 주소／⊩760-004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타하라마치 2번지 8 

● 전화 번호／+81-87-822-2141 
● 영업 시간／점심 11:15~14:30
저녁 17:00~21:00
(마지막 주문 20:30)

● 정기 휴일／
월요일 연말연시 비정기 휴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가타하라마치역 서쪽으로 도보 2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불가 

신선한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섬세한 양념. 
손님에 대한 배려가 담긴 중국요리. 

● 주소／⊩760-0025 가가와현
다카마츠시 후루진마치 9-1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북쪽 별관 2층
● 전화 번호／+81-87-822-6556
● 영업 시간／
점심 시간 11:30~14:30
(마지막 주문 14:00)
저녁 시간 17:30~21:00
(마지막 주문 20:30) 
● 정기 휴일／월요일
● 가까운 역/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도보 10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ＤＣカ〡ド/ＵＣ/ニコス

일식

다카마쓰시 B 현 중서부 C 도(섬)서부

양식 중식

인증 점포에는 이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리 카테고리

■지역 구분

■오시는 길 상세안내 QR 코드

■흡연, 금연, Wi-Fi 제공 유무

전통주 

사누키의 풍토가
만들어낸 지방 

가가와현은 아산 산맥을 수원지로 하는 깨끗한 복류수가 흐르며, 술 빚기에 적절한
양질의 쌀이 만들어지는 등 지방 전통주 제조에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한 알 한 알 손으로 직접 수확하여, 곧바로 채유하는 가가와현의 올리브오일은
세계의 유명 품평회에서도 품질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칠맛과 단맛이 일품 

올리브 축산물 

세계가 인정한 고품질

신선하고 맛있는

와인 및 리큐어다채로운 종류의 올리브오일

올리브 토종닭

가가와현에서만 가능한 사료와
사육 방법으로 정성스럽게
키운 맛있는 고기입니다. A

흡연 가능·분연(흡연
장소와 금연 장소의 분리) 

Free Wi-Fi
있음

흡연 불가 Free Wi-Fi
없음Wi-Fi Wi-Fi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맛있는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

A

A

A

비파 열매
 (품종 '나쓰타요리')

포도
(샤인머스캣)

딸기
(사누키히메)

복숭아

온주 밀감
(가가와
오하라베니와세)

키위
(사누키골드)

낮에는 눈 아래 펼쳐진 광활한 세토 내해와 우아한 다토비(세토 내해의 
수많은 섬이 자아내는 경관), 밤에는 다카마쓰 시가지의 야경을 
감상하면서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일품 프렌치를 맛볼 수 있다 

①ALICE IN TAKAMATSU A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discover

지상 30층, 창문 가득히 즐길 수 있는 세토의 절경.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지중해 연안의 프랑스 향토 요리. 

● 주소／다카마쓰시 선포트 2번지 1호
마리타임 플라자 다카마쓰 타워 건물 30층
● 전화 번호／ +81-87-823-6088
(웨딩 살롱 +81-87-823-6177) 
● 영업 시간／
점심 11:30~15:00(마지막 주문 14:00), 
저녁 17:30~22:00(마지막 주문 20:00), 
카페 11:00~17:00
● 정기 휴일／없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도보 1분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안에 있는 일본 요리점. 
식재료 본연의 맛을 충분히 끌어내고 플레이팅 등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쓴 일품요리.

②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일본 요리 세토

사계절의 미각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일본 요리 

A

Wi-Fi

● 주소／⊩760-001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하마노초 1-1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2층

● 전화 번호／+81-87-811-1161 
● 영업 시간／점심 11:30~14:30,
저녁 17:00~22:00(마지막 주문
가이세키 요리 21:00, 일품 요리 21:30)

● 정기 휴일／없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도보 1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안에 있는 중국요리 레스토랑. 
사계절의 미각과 이 지역의 식재료로 만든 다채로운 유명 요리와 
중국요리의 전통적인 맛을 즐길 수 있다.

③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중국요리 도코

가가와현산의 제철 식재료를 깊이 있는 맛으로. 

Wi-Fi

● 주소／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하마노초
1-1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2층
● 전화 번호／+81-87-811-1162
● 영업 시간／
점심 시간 11:30~14:30,
저녁 시간 17:00~22:00
(마지막 주문: 코스 요리 21:00,
일품 요리 21:30)
● 정기 휴일／수요일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대체 휴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도보 1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

A

일식과 양식, 양쪽 공간을 겸비한 호텔 레스토랑. 신선도와 
품질에 신경 쓴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사용하여 되도록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요리를 제공한다.

④호텔 펄 가든 레스토랑 세토노하나

폭포수가 흐르는 일본 정원을 감상하면서 사계절마다
변화하는 가가와현산의 식재료를 일식과 양식으로 즐길 수 있다. 

A

Wi-Fi

● 주소／⊩760-0066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후쿠오카초 2-2-1
호텔 펄 가든 1층
● 전화 번호／+81-87-821-8500
● 영업 시간／아침 7:00~10:00
점심 11:00~14:00
저녁 17:00~22:00 (마지막 주문 21:30)
● 정기 휴일／무휴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8분 고토덴
가타하라마치역에서 5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가능(전자 화폐 일부 사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

1952년에 개점한 유서 깊은 프렌치 레스토랑. 
고전적인 프렌치 전통 기술과 새로운 발상으로 가가와현산 
식재료의 새로운 매력을 끌어내는 메뉴가 총집합되어 있다.

⑤레스토랑 가쇼

세토우치의 산과 바다, 마을의 천혜의 산물을
최대한으로 표현한 프랑스 요리 

A

Wi-Fi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후쿠오카초 3-26-1

● 전화 번호／+81-87-823-1233

● 영업 시간／
점심 11:30-15:00(14:00 마지막 주문), 
저녁 17:30-22:00(20:30 마지막 주문) 

● 정기 휴일／수요일, 연말연시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차로 10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

전통 기술로 만들어낸 프랑스 요리와 깊은 맛이 잘 어우러진 
일본 요리. 셰프가 직접 고른 제철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테마로 
한 일품요리를 즐길 수 있다.

⑥다카마쓰 국제 호텔 그릴 야시마

일식과 양식 전속 요리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사누키의 맛. 다카마쓰 고쿠사이 호텔의 메인 다이닝. 

A

Wi-Fi

● 주소／⊩760-0080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기타초 2191-1
다카마쓰 국제 호텔 본관 1층
● 전화 번호／ +81-87-831-1575
● 영업 시간／
점심 시간 11:30~14:00 저녁 시간
17:00~21:00(마지막 주문 20:30)
● 정기 휴일／없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고토덴 버스
(아지선/우로선/다카마쓰 히가시뵤인,
다이가쿠뵤인선) 다카마쓰 국제 호텔 앞
하차 후 도보 1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DC카드/UC/니코스

신선한 가가와현산 채소와 올리브 소고기, 올리브 유메부타(가가와현산 
돼지고기), 올리브 지도리(가가와현산 토종닭) 등의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비스트로 요리. 엄선된 와인과 함께 즐기는 고급스럽고 캐주얼한 식사 공간.

가가와현산 채소를 아낌없이 사용한 비스트로
요리와 엄선된 와인 가게 

⑬가지야마치 양식 술집 AGORA A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지야마치 4-1
FESTA2 빌딩 5층
● 전화 번호／+81-87-822-6600
● 영업 시간／월~토요일 18:00~25:00
(요리 마지막 주문 24:00,
음료 마지막 주문 24:30)
● 정기 휴일／일요일
(단체 손님 이용은 상담)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12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

현지인이 추천하는 가가와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합니다!



로컬푸드 운동을 고려하여, 제철 가가와현산 식재료의 장점을 
최대한 살린 본격적인 중국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일본의 특별 명승지 ‘리쓰린 공원’ 안에 있는 이탈리안 카페는 모던한 
일본식 가게 안에서 사계절의 정원 경관을 즐길 수 있다. 안심하고 
안전한 현지의 식재료를 사용하여 ‘정성껏 대접하는 이탈리안’.

일본 가옥의 운치 있는 가게 안에서 제철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사용한 코스 요리와 가가와의 지방 전통주를 즐길 수 있다. 
완전 예약제이므로 사전 예약은 필수.

프렌치, 이탈리안, 일식이라는 장르에 얽매이지 않는 독창성으로 
식재료가 가장 돋보이는 스타일을 추구. 
상황과 요구 사항에 맞춘 식사 공간을 연출.

나오시마섬 ‘베넷세 하우스’의 병설 레스토랑. 눈앞에 세토 내해가 큰 
유리창에 가득히 펼쳐집니다. 현지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 자연의 천혜를 최대한 살린 ‘테로와(대지) 요리’를 제공.

가게 근처의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조리법으로 요리한 맛있고 건강한 이탈리안을 맛볼 수 있다.

현지 어부에게 매입하는 해산물과 섬에서 채취한 채소, 삼나무통 
숙성 간장이나 전국 등 섬에만 있는 조미료를 사용하여 취향을 
돋우기 위해 공들인 일본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매일 아침 도착하는 세토우치의 신선한 현지 생선은 이 가게가 
자랑하는 특별한 재료. 
요리는 유기농 슬로푸드. 몸에 좋은 프렌치 메뉴.

마루가메·혼지마섬의 어부로부터 직송되는 문어와 조개류, 병어 등 
뛰어난 신선도와 세토 내해의 풍성함을 만끽할 수 있는 알찬 생선 
요리.

다실을 겸한 다다미방과 개인실을 갖춘 완전 예약제의 일본 요리점. 
엄선된 현지의 생선과 채소 등 식재료의 제철을 중요시한 가이세키 
요리.

손님들이 조리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과 대화도 즐길 수 있는 
카운터석을 중심으로 한 가정적인 분위기의 가게.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조합해 만드는 프렌치는 가가와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인 고토히라 신사(金刀比羅宮) 한쪽에 위치한 카페&
레스토랑. 창업 100여 년 전통의 맛과 가가와에서 탄생한 새로운 맛의 융합을 
즐길 수 있다. 가가와현산 과일을 사용한 파르페 등의 디저트도 다양하게 마련.

(25)해산물, 초밥, 지방 전통주 호쿠로야

(26)에이라쿠테이

(27)사누키 프렌치 라뜰리에 르 마

(28)카페&레스토랑 가미쓰바키

⒕신용 카드 불가

⒔일본요리 키노시타

(21)테라스 레스토랑 우미노호시 Etoile de la mer

(22)Ristorante FURYU

(23)일본요리 시마야도 마리

(24)세토우치 프렌치 식당 OGUNI

■다카마쓰 공항에서 오시는 길■오시는 길

다
카
마
쓰

JR 다카마쓰역

JR 고토히라역

JR 마루가메역

JR 사카이데역

⒗더 첼시 다이닝

녹음으로 둘러싸인 편안한 공간에서 맛볼 수 있는
세토우치의 제철 식재료. 

자연과 예술 그리고 맛까지.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프렌치 

● 주소／761-3110
가가와현 가가와군 나오시마초 고탄지 
● 전화 번호／+81-87-892-3223(대표)
● 영업 시간／
아침 7:30~10:00(마지막 주문 9:30)
저녁 18:00~21:30(마지막 주문 21:00) 
● 정기 휴일／기본적으로 없음
(베네세 하우스 유지 보수 휴관일에
준하여 휴무)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나오시마섬 미야노우라항에서 차로 10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유니온페이

가가와만의 맛을 만드는 오픈 키친에서 라이브
분위기를 연출. 

● 주소／⊩763-0094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산조초 526-7

● 전화 번호／+81-877-85-9803
● 영업 시간／
점심 11:30~13:30(마지막 주문)
저녁 18:00~20:00(마지막 주문)
● 정기 휴일／
매주 월요일(월 2̃3일 비정기 휴일 있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젠쓰지역에서 차로 10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불가 

곤피라산의 시세이도 팔러. 엄선된 가가와의
식재료를 도쿄 긴자의 유서 깊은 가게의 맛으로. 

● 주소／⊩766-0001 가가와현
나카타도군 고토히라초 892-1
● 전화 번호／+81-877-73-0202 
● 영업 시간／
카페 9:00~17:00(마지막 주문 16:30)
레스토랑: 11:30~14:00(마지막 주문),
18:00~21:00
(저녁은 전날 15:00까지 예약 필요)
● 정기 휴일／ 월요일(저녁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고토덴 고토히라역
JR 고토히라역에서 도보 30분, 차로 10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

오래된 민가를 개축한 모던한 일본식 공간에서
재료의 맛을 끌어낸 일본 요리를 즐긴다. 

다카마쓰 공항에서 가까운 작은 언덕 위에 있는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가가와현산 식재료의 매력을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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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와현

나오시마 섬

나오시마 섬

고지마 IC

사카이데역

사카이데 IC

사누키후추 SA

다카마쓰 공항

다카마쓰
주오 IC

다카마쓰히가시
IC

나가오역 쓰다히가시 IC

다카마쓰 자동차도

다도쓰역다도쓰역

세
토 

대
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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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교

우타즈역
다카마쓰니시 IC다카마쓰니시 IC

사카이데키타 IC사카이데키타 IC 시도역시도역

산본마쓰역산본마쓰역

마루가메역마루가메역

젠쓰지 IC

젠쓰지역젠쓰지역

JR고토히라역JR고토히라역
고토덴고토히라역고토덴고토히라역

다카세 SA다카세 SA

더 첼시 다이닝20

테라스 레스토랑 우미노호시 Etoile de la mer21

카페&레스토랑
가미쓰바키

28

사누키 프렌치
라뜰리에 르 마

27

에이라쿠테이26

해산물, 초밥, 지방
전통주 호쿠로야

25

세토우치 프렌치 식당
OGUNI 

24

일본요리 키노시타17

가든 카페 리쓰린18

호텔 펄 가든 레스토랑
세토노하나

4

중국요리 가큐19

다카마쓰역다카마쓰역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일본 요리 세토2

JR 호텔 클레멘트 다카마쓰 중국요리 도코3

ALICE IN TAKAMATSU1

레스토랑 가쇼5

다카마쓰 국제 호텔
그릴 야시마

6

Ristorante
FURYU

22

일본요리 시마야도 마리23

중국요리 페킨 본관7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중국요리 도카엔8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RIHGA Dinning and Bar 지코

9

그릴&와인 리갈로10

마치노슈레 96311

세토우치 우미노몬 도토이치12

가지야마치 양식 술집 AGORA13

로열 파크 호텔 다카마쓰 일본 요리 니시키14

와인과 함께 식사하는 레스토랑 아사히야15

광동 요리 주고쿠슈카16

◎도쿄∼다카마쓰

◎고토덴 버스

◎긴쿠 버스

◎고토산 버스

⒖중국요리 가큐

가가와현 식재료의 매력을 최대한 살린 중국요리 

● 주소／761-807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후세이시초 2133-16

● 전화 번호／+81-87-868-3767 

● 영업 시간／점심 11:30̃14:00/
저녁 17:30̃22:00
(마지막 주문 21:00/
※토, 일요일, 공휴일 저녁은 17:00̃) 
● 정기 휴일／화요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산조역에서 차로 8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discover

A C B B

BC

AA C B

A

Wi-Fi

Wi-Fi
Wi-Fi

Wi-Fi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리쓰린초 1-20-16
특별 명승지 리쓰린 공원 상공장려관 내
● 전화 번호／+81-87-813-0870
● 영업 시간／10:00~16:00
(식사는 11:00~) 
● 정기 휴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대체 휴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리쓰린코엔 기타구치역에서 도보 3분,
고토덴 리쓰린코엔역에서 도보 10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discover

● 주소／⊩760-0071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후지즈카초 3-10-9

● 전화 번호／+81-87-862-3510

● 영업 시간／ 17:30~21:30(변경 있음)

●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문의 필요)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리쓰린역에서 도보 10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라쿠텐 카드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가와초
가와히가시시모 1878 (더 첼시 내) 
● 전화 번호／ 0120-816-557(직통) 
● 영업 시간／
점심 11:00~14:30(마지막 주문 14:00)
저녁 18:00~22:00(마지막 주문 21:00)
※저녁만 전날까지 예약제
● 정기 휴일／화요일(공휴일은 영업)
※점심은 월, 수, 목, 금요일만 영업
신용 카드: 이용 가능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붓쇼잔역에서 차로 10분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JCB/UC

쇼도시마 ‘히시오노사토’에 자리한 인기 숙소. 
섬의 식재료를 비법 양념으로. 

● 주소／⊩761-4421 가가와현
쇼즈군 쇼도시마초 노우마코 2011 

● 전화 번호／+81-879-82-0086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구사카베항에서 도보 10분

● 영업 시간／
점심 시간 12:00~15:00
저녁 시간 18:00~22:00

●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 / MasterCard / JCB / AmericanExpress

사누키의 사계절 채소와 해산물을 아낌없이 사용.
몸에 좋은 프렌치를 가볍게. 

● 주소／769-0201 우타즈초
하마잇초메 7-16 스테이츠 이치반칸 1층 
● 전화 번호／+81-877-49-0551 
● 영업 시간／
점심 11:00~15:00(마지막 주문 13:30)
저녁 18:00~22:00(마지막 주문 19:30)
※점심, 저녁 모두 예약 우선제
● 정기 휴일／
수요일, 월 1회 연휴 있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우타즈역에서 차로 5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불가 

쇼도시마섬 구사카베항 옆의 작은 언덕에
숨겨진 레스토랑. 

● 주소／가가와현 쇼즈군 쇼도시마초
구사카베혼마치 872-2

● 전화 번호／+81-879-82-2707

● 영업 시간／17:30∼21:00

● 정기 휴일／
매주 목요일, 첫째, 셋째 수요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구사카베항에서 도보 5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불가 

최고의 상태에서 맛볼 수 있는 세토 내해에서
잡은 싱싱한 해산물. 

● 주소／⊩763-0082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도키초히가시 9-284
CLOVER KYOTO A동 1층 E호

● 전화 번호／+81-877-21-3715

● 영업 시간／17:30∼23:30

● 정기 휴일／월요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우타즈역에서 차로 5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 / MasterCard / JCB / AmericanExpress

일본차를 곁들인 가이세키 요리를 바탕으로 한 일본 요리. 
정성을 다하는 음식의 맛과 식기, 공간이 아늑한 시간을 자아낸다. 

● 주소／
가가와현 마루가메시 조토초 1-8-9 

● 전화 번호／+81-877-24-0299

● 영업 시간／
점심 11:30̃13:30(마지막 주문)
저녁 17:30̃20:30(마지막 주문)

● 정기 휴일／비정기 휴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마루가메역에서 차로 10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

B

가지야마치
양식 술집
AGORA

13

와인과 함께 식사하는
레스토랑 아사히야

15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RIHGA
Dinning and
Bar 지코

9

광동 요리
주고쿠슈카
16

리가 호텔 제스트
다카마츠 중국요리 도카엔

8

세토우치 우미노몬 도토이치
12

로열 파크 호텔
다카마쓰
일본 요리 니시키

14

중국요리
페킨 본관

7

마치노슈레 96311

그릴&와인 리갈로10

다카마쓰 시가지 확대도
위지도　  부분 확대도위지도　  부분 확대도

J　　　R

고속버스

비 행 기

도쿄→약 3시간 15분→오카야마→
쾌속 마린라이너 １시간→다카마쓰

도쿄→약 9시간 45분→다카마쓰

도쿄(하네다)→약 1시간 20분→다카마쓰

도쿄(나리타)→약 1시간 30분→다카마쓰

◎오사카~다카마쓰
J　　　R

고속버스

신오사카→약 45분→오카야마→
쾌속 마린라이너 1시간→다카마쓰

오사카→약 3시간 30분→다카마쓰
☎0877-22-9191

☎0877-75-2920

☎087-821-3033

어항에서 잡힌 생선을 즉석에서 기절시켜 신선한 상태로 제공하는 
해산물 요리가 일품. 엄선된 고기를 사용한 고기 요리와 요리에 잘 
어울리는 지방 전통주나 와인도 즐길 수 있다.

신선한 가가와현산 채소와 올리브 소고기, 올리브 유메부타(가가와현산 
돼지고기), 올리브 지도리(가가와현산 토종닭) 등의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맛볼 수 
있는 비스트로 요리. 엄선된 와인과 함께 즐기는 고급스럽고 캐주얼한 식사 공간.

가가와현의 산해진미를 아낌없이 사용하여 그 맛을 살린 
광둥요리를 제공. 재료의 매력과 숙련된 솜씨로 탄생되는 최고의 
메뉴들을 맛볼 수 있다.

사계절의 제철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사의 솜씨가 돋보이는 일본 
요리. 홀 좌석과 5개의 개인실로 구성된 모던한 일본식 공간에서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다채로운 별미를 만끽할 수 있다.

일본식으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의 가게 안에서 
가가와현산 식재료를 아낌없이 넣은 프렌치, 이탈리안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와인은 100종류 이상 구비.

⒃광동 요리 주고쿠슈카

⑫세토우치 우미노몬 도토이치

⑭로열 파크 호텔 다카마쓰 일본 요리 니시키

가가와현산 채소를 아낌없이 사용한 비스트로
요리와 엄선된 와인 가게 

⑬가지야마치 양식 술집 AGORA A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지야마치 4-1
FESTA2 빌딩 5층
● 전화 번호／+81-87-822-6600
● 영업 시간／월~토요일 18:00~25:00
(요리 마지막 주문 24:00,
음료 마지막 주문 24:30)
● 정기 휴일／일요일
(단체 손님 이용은 상담)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12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

● 주소／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와라마치 잇초메 9-25

● 전화 번호／+81-87-836-9101

● 영업 시간／
17:30~24:00(요리 마지막 주문 23:00),
공휴일~23:00(요리 22:00)

● 정기 휴일／일요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7분

세토우치의 천혜를 그대로 맛보는 해산물 요리를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사누키 요리. 

● 주소／⊩760-0028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가지야마치 4-18

● 전화 번호／ +81-87-811-0301
● 영업 시간／
17:00~23:30(마지막 주문 23:00)
● 정기 휴일／
일요일, 공휴일(비정기 휴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JR 다카마쓰역에서 차로 4분 고토덴
가와라마치역, 가타하라마치역에서 도보 8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

좋은 식재료만 선별해 활용하고, 탁월한 솜씨로
만드는 가이세키 요리를 세심한 서비스로 제공. 

● 주소／
다카마쓰시 가와라마치 1-3-11
로열 파크 호텔 다카마쓰 2층
● 전화 번호／ +81-87-823-2055(직통) 
● 영업 시간／점심 시간 11:30̃14:00
(마지막 주문 13:30),
저녁 시간 17:00̃22:00
(마지막 주문 21:00)
● 정기 휴일／없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5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JCB/American Express/Diners Club/유니온페이/DC카드/UC/니코스

숙련된 솜씨로 탄생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광둥요리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도키와초 2-2-1
그레이트 석세스 빌딩 1층

● 전화 번호／+81-87-862-5586

● 영업 시간／11:30~14:00,
17:00~22:00(마지막 주문 21:45)

● 정기 휴일／월요일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가와라마치역에서 도보 5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Master Card

옛 료칸을 개조하여 느낌을 살린 구조로 차분하고
성숙한 느낌의 공간. 

⑮와인과 함께 식사하는 레스토랑 아사히야 A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가능  VISA / MasterCard

A

A

A

현지의 안전하고 맛있는 식재료를 선별, 건강하고 몸에 좋은 
요리는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 녹음이 우거진 카페에서 
보내는 유유자적한 시간.

⑪마치노슈레 963

녹음이 우거진 편안한 카페에서 계절감을 느끼며 
런치와 케이크를 즐길 수 있다. 

● 주소／
가가와현 다카마쓰시 마루가메마치 13-3
마루가메마치 산반가이 동관 2층
● 전화 번호／+81-87-800-7888
● 영업 시간／ 11:30~18:00
(점심 15:00, 마지막 주문 17:30), 
금, 토, 일은 11:30~22:00 
● 정기 휴일／
셋째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변경 있음)
● 가까운 역/ 오시는 길／
고토덴 가타하라마치역에서 도보 10분

Wi-Fi

〈결제 방법〉 신용 카드 이용 불가(카페 이외의 상품 판매 공간은 이용 가능)  

A

약 45분

약 45분

약 50분

약 50시간15분

약 50시간15분

아케이드가

호텔 후쿠야호텔 후쿠야 다카마쓰 도큐
REI 호텔
다카마쓰 도큐
REI 호텔

다카마쓰 미쓰코시다카마쓰 미쓰코시

오쿠라 호텔 다카마쓰오쿠라 호텔 다카마쓰

마루나카 도리마치점마루나카 도리마치점

다카마쓰시 미술관다카마쓰시 미술관

다카마쓰시
매장문화재 센터
다카마쓰시
매장문화재 센터

고반초 병원고반초 병원

다카마쓰 시청다카마쓰 시청

주오 공원주오 공원

마루가메마치 그린마루가메마치 그린

뉴그란데 미마쓰뉴그란데 미마쓰

고토덴(다카마쓰코토히라 전기철도) 
가타하라마치역
고토덴(다카마쓰코토히라 전기철도) 
가타하라마치역호텔 가와로쿠

엘스테이지 다카마쓰
호텔 가와로쿠
엘스테이지 다카마쓰

다이와 로이넷
호텔 다카마쓰
다이와 로이넷
호텔 다카마쓰

도미인 다카마쓰도미인 다카마쓰

햐쿠주시 빌딩햐쿠주시 빌딩

적십자 병원적십자 병원

가가와 현청가가와 현청
KKR 다카마쓰 병원KKR 다카마쓰 병원

다카마쓰 국세국다카마쓰 국세국

다카마쓰 시티 호텔다카마쓰 시티 호텔

현립 다카마쓰
고등학교
현립 다카마쓰
고등학교

가가와 은행
본점
가가와 은행
본점

다카마쓰 가와라마치 우체국다카마쓰 가와라마치 우체국

치산 인 다카마쓰치산 인 다카마쓰

아파호텔 다카마쓰
가와라마치
아파호텔 다카마쓰
가와라마치

다카마쓰 시오야마치 우체국다카마쓰 시오야마치 우체국

구와야 병원구와야 병원

고토덴(다카마쓰코토히라 전기철도)
가와라마치역
고토덴(다카마쓰코토히라 전기철도)
가와라마치역

현립 다카마쓰
상업고등학교
현립 다카마쓰
상업고등학교

고토덴
(다카마쓰코토히라
전기철도)
지금 다리역

고토덴
(다카마쓰코토히라
전기철도)
지금 다리역

골든타임
다카마쓰
골든타임
다카마쓰

슈퍼호텔
타카마츠 다마치
슈퍼호텔
타카마츠 다마치

슈퍼호텔
타카마쓰 다마치
슈퍼호텔
타카마쓰 다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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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고마치 상점가
효고마치 상점가

미술관 상점가
미술관 상점가

도키와초 상점가
도키와초 상점가

기쿠치칸 도리(거리)
기쿠치칸 도리(거리)

효고마치 상점가
효고마치 상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