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관광국(JNTO) 교토 관광안내

교토 여행에서 가장 좋은 점은 도보 여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이다. 교토의 풍취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을 즐기며 여유 있는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아래의 지도는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추천 코스이다.
교토의 운하를 따라(북동 지역/긴카쿠지-에이칸도-난젠지)
교토역에서 5번 버스(교토역 맞은편 A-1정류장), 17번 버스(A-2정류장), 100번 버스(D-1정류장),
교토 버스 51번 버스(C-6정류장) 긴카쿠지미치에서 하차(요금: 220엔). 도보의 경우 약 50분 정
도 소요된다. 이 코스는 긴카쿠지와 난젠지 사이에 운하를 따라 멋지게 핀 벚꽃을 구경하며 산책
하기에 매우 좋다. 현지학자들은 이 운하 옆 작은 골목을 ‘철학의 길’이라고 부른다.

히가시야마 지역(동쪽 지역-기요미즈데라-산넨자카-마루야마공원-지온인-쇼렌인-헤이안 신궁)
교토역에서 206번 버스(D-2정류장), 100번 버스(D-1정류장) 이용, 고조자카 또는 기요미즈미치
에서 하차, 교토역에서 교토버스 18번 버스(C-3정류장) 이용, 히가시야마고조에서 하차(요금:
220엔).
도보일 경우 약 50분 정도 소요된다. 이 코스는 고조자카 버스정류장에서 출발하여 기요미즈데라
방면으로 향하는 코스이다. 기요미즈데라 주변은 다양한 기념품과 상점이 줄지어 서있는 길로,
시원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보 여행 코스이다. 기요미즈데라에서 마루야마
공원으로 이동하는 길목에는 기념품샵은 물론 도자기 작업장, 크고 작은 신사가 위치하고 있다.
마루야마 공원의 넓은 정원에서는 벚꽃과 아이리스 꽃을 볼 수 있다. 북쪽으로 향하면 헤이안 신
궁으로 갈 수 있다.

아라시야마 지역(서쪽 지역/덴류지-사가노 지역)
교토역에서 교토버스 71번, 72번, 73번 버스(C-6정류장), 산조케이한역에서 교토버스 61번, 62번,
63번 버스(14번 정류장) 이용, 아라시야마에서 하차(요금: 240엔). JR교토역에서 사가아라시야마
역 구간 230엔.
도보일 경우 코스에 따라 약 1~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과거 헤이안 시대에 천황의 여행 장소였
다고 한다(794-1192). 오늘날에도 이곳에서는 벚꽃이 피는 봄과 단풍이 지는 가을에 연례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긴카쿠지, 료안지 지역(북서쪽 지역/긴카쿠지-료안지-닌나지)
교토역에서 205번 버스(B-2정류장), 101번 버스(B-2정류장) 이용, 긴카쿠지미치에서 하차(요금:
220엔)
도보일 경우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 금각사는 넓게 펼쳐진 정원 위에 금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다. 이는 과거 아시카가 쇼군의 별장이었지만 그가 죽고 난 뒤 선사로 개조되었다. 료안지는 물
을 쓰지 않고 돌과 모래를 배치하여 산소를 나타내는 양식인 가레산스이 정원이 유명하다.

오하라 지역(극북지역/산젠인-자코인)
교토역에서 교토버스 17번, 18번 버스(C-3정류장)(요금: 580엔) 또는 산조케이한역에서 교토버스
16번, 17번(17번 정류장) 이용(요금: 490엔) 오하라역 하차.
도보일 경우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도보 여행을 하기에 아주 좋은 아라시야마는 도시가 아
닌 일본의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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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대부분의 박물관과 일부 시설들은 12월 말부터
.2.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일부 시설은 그 다음

운영 시간
(매표소는 폐관 시간 30분 전까지)
9:00~16:00
9:00~17:00
9:30~17:00
(휴관: 월요일, 12.28-1.4)
8:30~17:00(3.1-11.30)
9:00~16:30(12.1-2월 말)
9:00~17:00
9:00~16:30
8:30~17:30(~16:30 11월-2월)
10:00~18:00(휴관: 월요일)
9:00~17:00
(~16:30 11월 중순-3월 중순)
9:00~17:00(~16:30 12월-2월)
9:00~17:00
9:00~17:00
6:00~18:00(~18:30 8월-9월)
9:00~17:30
8:30~17:00(~16:30 12월-2월)
8:45~16:00
(화요일 휴관: 1월, 7월, 8월, 12월)
8:00~17:00
9:00~16:00(11.16-3월)
11:00~18:00(휴관: 1.1-1.3)
9:30~16:30(휴관: 월요일)
9:00~17:00(휴관: 월요일)
9:30~17:00(3월-11월) 휴관: 월요일
9:00~16;30(12월-2월) 휴관: 월요일
9:30~17:00(휴관: 월요일)
9:00~17:00(휴관: 12.29-1.3)
13:00~17:00
8:40~17:00(3월-11월)
8:40~16:30(12월-2월)
9:00~16:30
9:00~17:00(~16:30 12월-2월)
8:30~17:30(~16:30 9.20-3.19)
9:00~17:00
8:00~17:00
8:00~17:00(3월-11월)
8:30~16:30(12월-2월)
8:30~17:00(3월-11월)
8:30~16:30(12월-2월)
9:00~17:00
8:30~17:30(2월-11월)
8:30~17:00(11월-3월)
8:00~17:00
10:00~18:00(휴관: 수요일)
1월 초까지 휴관(날짜는 시설 별로 다름)
날 휴관

버스, 지하철 프리패스 & 선불카드
◆교토 시티버스 1일 승차권(500엔)
*지정된 구간 내에서 교토 시내버스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교토 전철 1일 승차권(600엔)
*교토 지하철의 모든 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토 관광 카드(1일 또는 2일)(1일권 1,200엔, 2일권 2,000엔)
*교토의 모든 버스 및 전철을 지정된 구간 내에서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자유롭게 이용 가능
하며, 이 티켓은 일부 신사, 박물관, 기념품점 등의 할인쿠폰, 안내지도와 함께 제공된다.
◆트래피카 교(京) 카드(1,000엔(실금액: 1,100엔)/3,000엔(실금액: 3,300엔))
*교토의 모든 버스 및 전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스룻토 간사이 미야코 패스(1,000엔/2,000엔/3,000엔)
*교토의 버스 및 지하철, 한큐선/게이한선/게이한 버스 등의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시티버스 카드(2,000엔(실금액: 2,250엔))
*모든 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카드 구입처☆
교토 버스 및 지하철 정보센터. 일부는 지하철 자동매표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시티버스 카드, 1일 승차권, 관광버스 카드 제외)

여행 정보 문의
교토 여행정보 센터
교토시 시모교구 가라스마도리 시오코지사가
루 교토역 빌딩 2층
8:30~19:00
TEL: (075)343-0548
교토 핸디크래프트 센터
교토시 사쿄구 엔토미초 쇼고인 21
10:00~19:00(휴무: 1.1-1.3) TEL: (075)761-8001

교라쿠 료칸
교토시 시모교구 아케즈도리 시치조아가루 고가와
초 231
10:00~15:00(부정기 휴일) TEL: (075)371-1260

라쿠초 료칸
교토시 사쿄구 시모가모 히가시한기초 67
10:00~18:00(휴무: 12.28-1.7)
TEL: (075)721-2174

(주)aksh
교토시 사쿄구 히가시마루타초 9 이노우에 빌딩
2층
10:00~18:00, ~15:00(토)(휴무: 일요일)
TEL: (075)752-6257

C.Coquet-커뮤니케이션 서비스교토시 나카교구 사카모토초 686 마루타카 빌딩
2층
10:00~20:00(휴무: 일요일)
TEL: (075)212-0882

관광 정보 센터(TIC)
일본국제관광진흥기구 TIC는 일본에 체류
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다.
관광지, 교통 및 숙박 등 다양한 정보를 무
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여행 일정도 제안하
고 있다.
TEL: 03-3201-3331
100-0005 도쿄도 지요다구 마루노우치 33-1 신도쿄 빌딩 1층
운영: 9:00~17:00(신정 휴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