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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무레・야시마

GALLERY

센요테이
야시마
다카마쓰시의 북동부에 지붕 모양으로 돌출된 반도
「야시마」는 풍부한 자연이 남아 있는 세토 내해
국립공원이며, 일본 석양 100경과 산책길 100선에도
들어가 있으며, 계절마다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또한, 시코쿠 영지 84번 후다쇼(札所)의 야시마지 절이
있으며, 사찰 순례자의 독경소리와 방울 소리가 푸른
하늘에 맑게 울려퍼져 평온함 속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센요테이 & 갤러리 아코스타주

교통편

센요테이는 「사누키 지방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는 등 몸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게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아코스타주는
「공간의 창조」를 기본으로 하고, 하루를 여기에서
보내고 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갤러리의 일부에는 서원식 건물에 일식 방이 있어, 400년
전(에도시대 초기의 가노파)에 그려진 겐페이 전투의 금은
6폭의 쌍병풍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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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전철 다카마쓰 역 하차
JR전철 야시마 역 하차
다카마쓰 고토히라전철 야시마 역 하차
다카마쓰 주오 I.C
다카마쓰 공항

JR전철 야시마 역, 다카마쓰 고토히라전철 야시마 역에서
셔틀버스 운행

오전 10:00〜오후 4:00(겨울)

오전 10:00〜오후 5:00(여름)
※마지막 날은 1시간 빨리 폐관

야시마산 위에 있는 주차장에서 도보로 약 3분
야시마지 절에서 나오면 바로

개최기간 중에는 무휴

무료

자동차로 약 25분
자동차로 약 10분
자동차로 약 10분
자동차로 약 25분
자동차로 약 50분

야시마 역



공간의 창조
자연의 빛이 비추어지게 한

밝은 옛날의 민가같은 공간은

날마다의 피로를 푸는 아틀리에 공간.

사계절의 다른 색채를

각 계절마다 느껴지는 정원에는

개방적인 테라스를 마련

편안한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국내외 작가들의 전시회 기간 중에는

콘서트 등도 열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위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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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요테이

●전시층 약 100m2

●전시 벽면 약 40m2

●서원식 건물 일식 방 다다미 10장
●테라스, 우드 데크 약 25m2

●정원 약 50m2

사누키
지방의 마음

[사누카이토 돌]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색의 사누카이토 돌과 비눗방울과 같은

비단공 등의 민예품이 있습니다.

센요테이

맑은 음색의 「사누카이토 돌」은 1350만년 전에 탄생한 세계
적으로도 희귀한 돌입니다.
하나하나의 돌과 풍령, 돌로 만든 목금 등으로 즐길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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