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 먹고
, 

니시쿄 구
 

를산책합
시다!

관광지의 자세한 정보는 
니시쿄 구 PR 책자를 
봐주세요.

산책 지도
MAP

니시쿄 구

마쓰오 지역

광고

광고

천연온천 교토 다케노고 온천 만요구라푸  교토 에미나스 호텔

610-1143 교토부쿄토시 니시쿄구 오오하라노히가시자카이야쵸 2-4
TEL : 075-332-6800 FAX 075-332-6927 홈페이지 http://k-eminence.com/

마쓰오 지역 주변의

원조 코케노차야(이끼찻집)
교토시 니시쿄구 마츠오만 고쿠쵸 56
075-381-3191

음식점 정보

명물 「문전(門前)과 물소바」는 
노른자와 파래김을 곁들여 하얗게 떠 
있는 파래김으로 이끼사의 이끼를 
연상케 합니다.

영업시간

9:30～16:30
정기휴일

정기 휴일 없음 (휴일 미정)

가게의 전경

명물 문전(門前)과 물소바 1,100엔 토로로보리밥 세트 1,400엔

쿄우요리토리요네 별관
교토시 니시쿄구 아라시야마 아사츠키마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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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 의한 자치 120년 교토시

075-872-7711

닭백숙요리로 유명한 대대로 물려 

내려온 가게. 점심에는 제철 진미부터 

간단한 점심메뉴와, 어린이 메뉴도 

있음.

영업시간

11:00～15:00／17:00～22:00
정기휴일

정기 휴일 없음 (휴일 미정)

별관 테이블석

계절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점심 도시락 1,890엔~ 명물 닭백숙 5,940엔

다이히카쿠 센코우지
사가산에 있던 천광사의 유명한 고적을 

옮겨 창건한 절입니다.

호즈카와
호즈 산골짜기의 경관이 빼어나, 

호즈가와쿠다리 토롯코열차 역시 

유명합니다.

한큐 「아라시야마역」 하차  도보 약 30분

한큐 「아라시야마역」 하차 후 바로  케이후쿠 「아라시야마역」 하차 후 바로

호린지「마쿠라노소시」나 「히라이에 이야기」

등의 고전에도 이름이 보이는, 역사있는 

사원입니다.

한큐 「아라시야마역」 하차  도보 약 5분

 화엄사(영충사)
일년 내내 방울벌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찰입니다. 방울벌레의 음색을 함께 듣는 설법이 
인기입니다.

교토버스 「사이호지·스즈무시」 하차   도보 약 2분

 마츠오다이샤
교토 최고의 신사 중 하나입니다. 본관은 

중요 문화재<건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이호지(코케데라)
마당 한 쪽에 펼쳐진 이끼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끼사찰」로 유명합니다.

한큐 「마츠오다이샤」 하차  도보 약 3분

관람시간 : 평일·토요일 9시~16시
일요일·국경일 9시~16시 반

(정원·신상관  성인 500엔, 학생 400엔, 어린이 300엔)

시내버스/교토버스 「마츠오다이샤 앞」
 하차 도보 약 3분下车 步行约3分

교토버스 「코케데라·스즈무시」 하차  도보 약 3분

한큐 「카미카츠라역」 하차   도보 약 15분 

한큐 「마츠오다이샤역」 하차   도보 약 15분

사이호지 참배는 왕복 엽서에서의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것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http://saihoji-kokedera.com/

지조인
아름다운 대나무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가을에는 단풍도 즐길 수 있습니다.

교토버스 「코케데라·스즈무시」 하차  도보 약 2분

한큐 「카미카츠라역」 하차   도보 약 12분

관람시간 :  9시~16시 반
(마지막 입산 16시 15분)

관람료 : 일반 성인 500엔
초중고생 300엔

죠쥬지
참배길부터 사찰 내까지 걸쳐 많은 

단풍나무들이 심어져 있으며, 특히 

단풍철마다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토버스 「코케데라·스즈무시」 하차  도보 약 5분

한큐 「카미카츠라역」 하차   도보 약 12분 

관람시간 :  9시~17시
(12월~3월은 16시 반까지)

한큐 「카미카츠라역」 하차   도보 약 15분 

관람시간 : 9~17시

입장료 : 성인 500엔

마지막 입장은 16시 반

한큐 「마츠오다이샤역」 하차   도보 약 15분

소아 300엔 (4세~중학생)  ※다과 포함

케이후쿠 「아라시야마역」 하차  도보 약 10분
JR 「사가아라시야마역」 하차  도보 약 20분
관람시간 : 9시~17시

JR 「사가아라시산역」 하차 도보 약 10분

사가노 관광철도(사가노 토롯코 열차) 이용

호츠가와(와타츠키바시 부근)）

토롯코호즈쿄 역

케이후쿠 「아라시야마역」 하차  도보 약 30분

JR 「사가아라시야마역」 하차  도보 약 40분

관람시간: 10시~16시
입산료 : 4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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