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니시쿄구 PR

책자를 참고해 주세요!

천연온천
교토 다케노사토 온천

만요쿠라부 그룹

호텔 교토 에미나스

우) 610-1143 교토부 교토시 니시쿄구 오하라 히가시사카이다니초 2-4

카스가노차야

우오카

소바키리 코고로

1872년부터 이어져 온 죽순 요리의 명가

레스토랑 무쿠
30년간 현지에서 사랑받아 온 양식 레스토랑

신사 안에서 맛보는 품격있는 소바와 당고

교토시 니시쿄구 오하라노 
미나미카스가쵸 1152
오하라노 신사 안
TEL. 075-333-7311

추천! 

카모지루 소바 1,550엔

요모기당고(쑥떡) 1개 200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일본 
전통 당고입니다.

소바키리 코고로

잉어 연못 근처에 위치한 찻집으로, 
오하라노에서 자란 쑥으로 만든 당고가 
명물입니다. 「소바키리 코고로」에서는 맷돌로 
갈아 만든 소바와 봄의 죽순 등 현지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소바를 
좋아한다면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죽순은 요리하기 까다로운 재료이기 때문에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경험과 장인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오카에서는 교토 현지의 

죽순으로 전통방식을 살려 만든 카이세키 코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봄이 되면 특별한 봄철 한정 메뉴를 맛보기 위해 해외 및 

각지에서 온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즐길 수 있는 스테이크와 고베산소고기 함박스테이크가 

인기 메뉴입니다. 현지산 채소를 엄선하여 재료의 맛을 살린 메뉴와 10종 

이상의 파스타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간단한 런치 메뉴, 목장에서 직송되는 고베산소고기  디너 코스 등 폭넓은 

메뉴가 있는 편안한 식당입니다.

영업시간

정기휴일

영업시간

정기휴일

영업시간

정기휴일

9:00~일몰 (소바키리 코고로는 11:00~15:00)

수요일

교토시 니시쿄구 오하라노 카미자토키타노쵸 1262
TEL.075-331-0029

교토시 니시쿄구 오하라노 카미자토미나미노쵸 358-1무쿠노키 맨션 1F
TEL.075-332-6996

11:30~22:00 (입장은 20:00까지)
월~수요일 중 비정기적 휴무 
(석식은 예약만 가능)

런치 (월~일) 11:00~15:00
디너 (월, 수~일) 17:30~21:00
비정기적 휴무

대표 메뉴 (부가세, 봉사료 별도)

대표 메뉴

봄철 한정
　 ·타케노코 카이세키 10,000엔~
　 ·타케노코 도시락     5,000엔(평일 한정)
시키노 카이세키        8,000엔~
시키노아지 도시락      4,000엔~

파스타 런치  1,000엔
교토풍 스테이크 런치  1,200엔~
고베산 소고기 함박스테이크 런치  1,400엔~

쇼지지서행법사의 이야기가 있는 하나노테라

오하라노 신사

라쿠사이 치쿠린공원

고마이누가 아닌 고마시카가 본당 앞에서 맞이해 드립니다!

약 110여종의 대나무를 만날 수 있어요! 요시미네테라

카츠라자카 야쵸유엔 
(카츠라자카 들새공원)

약 100여종의 들새가 서식!

봄이 되면 약 
100그루의 
벚꽃이 
화려하게 
만개합니다!

하쿠호시대 덴무일왕에 의해 창
건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헤이안시대에 지어진 인왕문을
제외한 모든 것이 오닌의 난 때
소실되어, 현재의 건축물은 난
이후에 재건된 것들입니다.
서행법사가 출가하던 때 
벚나무를 심었다는 데서 유래하여 「하나노테라(꽃의 사찰)」
이라고도 불리며, 극락전에 인접한 유리광전에는 일본 
중요문화재인 약사여래상과 금강역사상이 있습니다.

약 110여종의 대나무 외에도 에디슨 전구, 
교토의 전통 대나무 제품 등도 전시되어 
있으며, 대나무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공원입니다. 
또한, 오닌의 난 때 격렬한 전투 현장이었던 
「도도바시」와 오다노부나가의 성격을 엿볼 수 
있는 석불 등도 있어서 
방문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곳입니다. (무료입장)

카츠라자카의 산기슭에 위치한 
넓은 공원은 들새의 구역인 
「조류 보호구역」과 새 관람로가 
설치된 「뒷산」의 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류 관찰 
오두막 「관조루」에서는 손쉽게 
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장)

헤이안시대 후기에 창건된 
서산종의 본산으로, 절 뒷편의 
산이 마치 불교의 「삼고저」와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나무와 꽃의 색채가 
볼거리입니다.

오오에 신사

오오에 가문의 조상신을 모신 곳

9시~17시 
(16:30 매표 마감)

10시~17시 
(16시 입장 마감)

월·화요일, 
연말연시

시내버스/게이한교토
버스/야사카버스 
「카츠라자카 쇼가코젠」 
하차 후 도보 약 5분

9:30~16:00

본당 · 전각 500엔 
(설명 있음)

수요일, 연말연시 
(12/29~1/3)

시내버스 
「미나미후쿠니시쵸」 
하차 후 도보 약 5분

한큐버스 「한큐버스 
「요시미네테라」 하차 후 
도보 약 10분 
(요시미네테라 경내 
북문에서 약 2분)

9시~17시 
(16시 입장 마감)

시내버스/게이한교토
버스/야사카버스 
「카츠라자카구치」 하차 
후 도보 약 8분

성인 400엔
중·고생 300엔
초등학생 2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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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오시는 길

오시는 길

개장시간

휴장일

오시는 길

오시는 길

휴장일

개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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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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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오시는 길

입장시간

자연에 폭 안긴듯한 광경에 잠시 멈춰서 
봄에는 벚꽃과 푸른 경치를, 가을에는 
단풍을 보며 계절을 만끽해 보세요.

생태원은 약 5천 제곱미터로, 연못을 중심으로 돌아볼 수 

있는 회유식 정원입니다. 대나무 숲 속을 거닐어 보세요.

한쌍의 고마시카(사슴상)
가 파워스폿으로 
유명합니다.

시내버스/한큐버스 
「미나미카스가쵸」 하차 후 
도보 약 8분

시내버스/한큐버스 
「미나미카스가쵸」 
하차 후 도보 약 15분
시내버스/야사카버스 
「라쿠사이 코쿄마에」 
하차 후 도보 약 25분

『겐지이야기』의 작가 무라사키시키부도 방문했던 곳으로, 784년 

교토 나가오카쿄로 천도했을 당시 간무일왕의 비가 참배를 위해 

나라카스가샤로부터 분사하여 창건한 곳입니다.

본당, 중문, 동서랑 및 와카미야샤는 교토시 지정 

유형문화재(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요시미네테라는 헤이안시대 중기인 1029년에 겐산쇼닌이 
창건한 곳입니다.관서지방 33개소 관음신령 뿐
 아니라, 유룡의 소나무, 벚꽃과 단풍 등 사계절의
 아름다움, 교토시내를 조망하기에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당탑가람이 늘어서 있어서 
수백점의 귀중한 보물을 계승해 
오고 있습니다.

교토에서 손꼽히는 

단풍 명소!

8시~17시 

(16:45 매표 마감)

성인 500엔
고등학생 300엔
초·중학생 200엔

한큐버스
 「요시미네테라」 
하차 후 도보 약 8분

에도시대인 1723
년의 명문이 있는 
석등이 있는 곳으로, 
처음 제를 모신 것은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전해지는  

쿠츠카케 부근의 10번 
도로
(오야마자키오에선)
에는 매년 10월 하순이

카키카이도산코지 오오에의 후유가키는 
달콤해요!

관서지방 33개처 
순례 영지 중 제 20번 영지

교토 시내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시내버스/야사카버스 

「신바야시 
코단주타쿠젠」 하차 후 
도보 약 10분

신사입니다.1873년 마을 수호신을 모시기 시작하여, 현재는 

오에쿠츠카케쵸의 조상신을 모시는 곳으로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또한 후기 고분시대의 원형 무덤도 남아있으며, 

신사 서편에는 간무일왕의 어머니 묘가 있습니다.

되면 감 직판장이 도로변에 줄지어 늘어서기 때문에 
「카키카이도(감의 길)」 이라고 불립니다. 오에지역의 감은 
후유가키라고 불리며, 크기가 크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감 시즌 외에도 죽순 등 제철 채소의 직판장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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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https://k-emin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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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정보라쿠사이 지역 주변의

눈과 입이 즐겁
게,

니시쿄구를

산책해 보세요
!

한적한 자연에서 즐기는, 오하라노의 식당

관광 정보
라쿠사이 지역 주변의

여유로운 자연과 역사 명소 둘러보기

니시쿄 구

라쿠사이 지역

산책

광고

본 지도는 광고수입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게재를 희망하실 경우, 니시쿄구청 
라쿠사이지소 지역력추진실(075-332-918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발행 : 니시쿄구청 라쿠사이지소 지역력추진실    교토시 인쇄물 제305134호 2019
년 3월 발행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지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