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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교토를 돌았다. 히가시야마 
한 바퀴, 아라시야마 한 바퀴.

자전거 타고
교토 두 바퀴   

상아색 자전거를 골랐다. 오래된 마치야의 담장과 어울리는 색. 하루 빌리

는 데 1천3백엔, 우리 돈으로 2만원이 채 안 되는 액수다. 교토에 올 때마다 

다리가 늘 혹사당했다. 차를 타든 타지 않든 늘 일정량 이상을 걸어야 하

므로. 걸을 만한 길이 워낙 많기도 하다. 대부분 차가 들어설 수 없는 길이

다. 자전거는 좀 나을까? 교토가 고향인 친구는 “교토는 자전거로 여행해

야 매력이 드러나는 도시”라고 했다. 벼르고 벼르다가 기회를 만들었다. 

교토에 오기 이틀 전, 오른쪽 엄지발톱 위에 다리미가 떨어졌다. 피가 철

철 났다. 까맣게 죽어가는 발톱에 붕대를 동여맸다. 절뚝거리지 않으면 걸

을 수 없는 상태가 됐다. 네 번째 교토행. 이 도시에서 견뎌야 할 최소한의 

도보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출발 하루 전, 병원을 찾았다. “발톱 뽑

아야 해요.” 출장 가야 하는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럼 임시 처치만 

해줄게요. 가서 최소한만 움직이세요. 발톱은 다녀와서 뽑죠.” “자전거는 

타도 되나요?” 의사 선생님이 피식 웃었다. 농담인 줄 알았나? 

나를 위한 자전거는 이틀 동안 예약돼 있었다. 반나절만 타기로 자체 결정

을 내렸다. 우리를 안내할 교토 사이클링 투어 프로젝트KCTP의 수장 모

리타 상이 고개를 내저었다. “오늘 우리의 동선상 중간에 자전거를 수거하

기는 힘듭니다. 자전거를 버리고 차를 타게 되면 걷는 양이 더 많아질 테니 

그냥 계속 타는 게 어떻겠습니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허튼 말 않기로 소문난 교토 사람이 자기를 믿으랬다. ‘에라, 모르겠다.’ 출

발하기도 전에 발끝이 욱신거렸지만 붕대를 단단히 동여매고 안장에 올

랐다. 첫 행선지는 히가시야마Higashiyama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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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그럼 저 바위 뒤로 가서 가운데 구멍을 통과해보세요.” 모리타 상

의 손끝에는 무성한 백발 같은 부적을 온몸에 붙인 바위가 있었다. 야스이 

콘피라구 신사Yasi Konpiragu Jinja의 명물이다. 높이 1.5미터, 폭 3미터 

크기의 거대한 돌 한가운데에 뻥 뚫린 구멍은 절연을 기원하는 이들로 북

새통이다. 앞에서 뒤로 들어가면 절연, 뒤에서 앞으로 다시 나오면 인연을 

맺을 수 있단다. 절연 기원자가 더 많다. 어떤 인연을 저렇게 끊고 싶은 걸

까? 남의 엉덩이를 계속 보고 싶진 않아서 서둘러 자리를 떴다. 

드디어 마의 오르막, 기요미즈 절 진입로에 들어선다. 자전거에서 내려 조

금 걷는다. 고다이지 절Kodaijidera 앞 마에다 커피로 임시 철수. 달콤한 

맛차 파르페로 당과 기력을 채우고 다시 길을 나선다. 만약 기요미즈 절을 

둘러보고 싶다면 절 앞 ‘기요미즈 투어리스트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두

고 걸어 들어갈 것. 자전거 루트를 짜기 전, 신사나 절의 경내에 자전거가 

들어갈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도 좋겠다. 

히가시야마 언덕 꼭대기에서 교토를 내려다보는 야사카 탑Yasakanoto

을 등지고 이젠 달리는 즐거움을 맛보기로 한다. 내리막길이다. 조감하면 

구렁이가 기어가는 모양새인 이시베코지Ishibekoji 거리에는 2초에 한 번 

핸들을 꺾어야 하는 ‘장애물 라이딩’의 묘미가 있다. 연마하지 않은 석재

로 포장된 옛날 길이어서 필시 엉덩이가 너덜너덜해질 줄 알았는데 의외

로 말짱하다. “안장이 범상치 않네. 어째 엉덩이가 하나도 안 아프지?” 모

리타 상이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는다. “자전거를 제작할 때 가격에 구애

받지 않고 좋은 부품을 썼어요. 일반 자전거를 탔다면 아마 지금쯤 체력이 

방전됐을 겁니다.” 교토 사이클링 투어 프로젝트팀이 여행자를 위해 자체 

제작한 자전거의 시가는 우리 돈으로 1백만원을 호가한다. 나는 발가락 불

구 상태로 매끄럽지 않은 길을 달렸음에도 큰 피곤을 느끼지 않은 것이 내 

의지와 체력 덕인 줄 알았다. 공은 ‘좋은 자전거’에 있었다. 

교토 시에서 가장 넓은 마루야마 공원을 종횡무진하다가 헤이안 신궁

Heian-Gingu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는 도중 자전거를 수차례 세웠다. 

첫 번째 정차는 시라가와 강. 버드나무를 차양처럼 드리운 강 물에 안 다

친 외발만 담갔다. 낮잠 같은 휴식.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이름 모를 골목

길에서 만난 만주 공장 앞에서도 기어이 자전거를 멈췄다. 간판이 예뻐서 

기웃거렸는데, 알고 보니 180년의 역사를 가진 ‘기온 만주’ 공장이다. “교

토에는 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곳, 관광지가 아닌 곳에도 수백 년 동

안 그 자리를 지킨 밥집, 찻집, 과자점 같은 곳들이 참 많아요. 동선에 구애

받는 도보나 자동차로 둘러봤다면 만나기 힘든 곳들이지요. 저는 오래된 

뒷골목 풍경에 교토의 진짜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리타 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번째 교토, 자전거 타고 둘러본 히가시야마 뒷골목에

서 전에 보지 못했던 이 도시의 속살을 만졌다.

4
기요미즈 절 앞에는 인력거꾼이 

많다. 동선이 겹칠 땐 길을 

양보하는 미덕을 베풀 것.

5
교토 곳곳, 집 앞에 세워둔 

다채로운 디자인의 자전거를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6
이치히메 신사의 마스코트, 히메 

미쿠지.  

1
시라가와 강 어귀, 자전거를 

세워놓고 강물에 발을 담근 

연인의 다정한 한때. 

2
히가시야마의 절이나 신사에 

들어갈 때는 자전거 출입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둬야 한다. 

3
아침에 미야가와 거리를 달리면 

맨 얼굴의 마이코 상을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다. 

히가시야마 뒷골목 산책 
“점심은 기요미즈 절Kiyomizudera 근처에서 먹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지런히 달립시다.” 교토에 올 때마다 유적이 몰려 있는 이 동네를 배회

한 나는 기요미즈 절로 가는 길의 특징을 잘 알고 있다. 언덕이 많다. 넘어

지면 2년 안에 죽는다는 니넨자카Ninenzaka의 가파른 계단, 울퉁불퉁한 

석재로 포장된 야사카 거리Yasaka Dori에서 자전거를 타자는 얘기인가? 

그랬다간 앞니나 엉치뼈, 둘 중 하나는 필시 나갈 텐데. 울며 겨자 먹기로 

페달을 밟았다. 

교토역 인근에 위치한 KCTP 자전거 대여소에서 기요미즈 절까지 곧바로 

내달리면 3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단순 이동이 목적이 아니므로 자전거

를 탄 여행자가 내려 놀 만한 곳을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관광지는 아닐 것. 오직 자전거로만 닿을 수 있을 것. 자전거를 안

전하게 세워둘 공간이 충분할 것. 교토 시와 함께 자전거 여행 코스를 개

발하는 KCTP의 아이디어 맨 모리타 상은 자신만만한 얼굴이다. 

공사 중인 히가시 절Higashihongangi를 지나 맨 처음 자전거를 세운 곳

은 이치히메 신사 Ichihime Jinja. 누가 신사라고 일러주지 않으면 알아채

지 못할 만큼 작은 데다 눈에 띌 만한 구석이 없다. 

“교토 시에서 규모가 가장 작은 신사지만 매우 인기 높은 곳입니다. 왜일

까요?” 주변을 살폈다. 고개를 갸웃하자 바로 대답이 이어진다. “남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이치히메 신사엔 임신, 출산을 비롯한 부인병, 여자라

서 앓아야 할 병 등을 보살피는 신이 있다. 안으로 들어가니 교토 부인들

의 걱정을 짊어진 빨간 인형들이 잔뜩 쌓여 있다. 히메 미쿠지. 운을 점치

는 인형이다. 꾀도 부릴 겸 인형 하나 사서 그늘에 앉았다. 바닥에 대롱거

리는 실을 쑥 뽑으니 돌돌 만 종이가 따라 나온다. 가타카나가 잔뜩 적힌 

종이를 모리타 상에게 건넸다. “중운. 나쁘지 않네요. 지금까지 조상 덕에 

잘살았으니 앞으로는 가진 걸 나누며 살아라. 그러면 남들이 곤경에 처했

을 때 당신은 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점괘는 믿지 않지만 덕

담으로 생각하고 인형을 가방에 넣었다. 모리타 상이 다시 귀띔한다. “히

메 미쿠지를 가지고 다니다가 버릴 땐 꼭 이곳에 와서 버려야 해요. 당신

이 어디에 있든지.” 교토에 다시 와야 할 구실이 생겼다. 

선두를 따라 기요미즈 고조역으로 향한다. 페달질이 빨라진다. “늦장 부리

면 못 볼 수도 있어요.” 교토의 전형적인 골목이 나타난다. 미야가와 거리

Miyagawa Cho. 기온Gion 지구의 뒷골목이다. 비좁은 길을 아슬아슬하

게 달리는데 코너에서 불쑥, 옛날 풍경이 튀어나온다. 아, 말간 얼굴의 마

이코! 게이코가 되기 위해 혹독한 수련을 겪고 있는 소녀다. 교토에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게이코를 만날 수 없다. ‘처음 오는 손님’은 받지 않는 오차

야의 전통 때문이다. “미야가와 거리에는 마이코와 게이코들이 살고 있는 

집이 많아요. 아침에 이 거리를 지나면 화장을 하지 않은 마이코와 게이코

의 맨 얼굴을 만나는 행운을 만날 수 있죠.” 에도 시대엔 1000명 이상이었

던 마이코와 게이코는 이제 270여 명밖에 남지 않았다. 종종걸음으로 바

삐 걷는 마이코의 뒷모습이 아지랑이가 될 때까지 멀뚱히 서 있었다. 

교토를 찾은 관광객 열에 아홉은 반드시 들르는 켄닌 절은 그냥 지나치기

로 한다. 야사카 거리를 달리던 중 모리타가 또다시 스톱 신호를 보낸다. 

또다시 신사 앞. ‘신사는 이제 그만 가도 되는데.’ 자전거를 세우고 안으로 

들어간다. “혹시 인연을 끊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맺고 싶은 사람은 많

“교토 뒷골목에는 수백 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상점들이 참 많아요. 도보나 자동차로 둘러봤다면 

만나기 힘든 곳들이지요. 저는 오래된 뒷골목 

풍경에 교토의 진짜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t h e  t r av e l l e r  j u n  2 01 2 9 6 9 7

1
히로사와 연못으로 가는 길, 

허수아비 콘테스트에서 미를 

뽐내는 허수아비들. 

2
아라시야마는 연인들의 자전거 

데이트 코스로 인기가 많다. 

3
노노미야 신사로 가는 길에는 

자전거를 탄 행렬이 자주 

보인다.

4
엄마와 함께 자전거로 

아라시야마를 여행 중인 소년. 

이끼 정원으로 유명한 기오지 

절의 고양이. 스님 못지않은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아라시야마 낭만 질주 
어제의 라이딩으로 용기가 붙었다. 마음껏 질주할 자전거 길이 있는 아

라시야마Arashiyama로 향했다. 교토 시가 운영하는 우타노 유스호스텔

Utano Youth Hostel은 아라시야마와 교토 북서부를 여행하는 이에게 최

적의 베이스캠프다. 리셉션에서 KCTP의 자전거를 빌려 아침 일찍 숙소

를 나섰다. 1차 목적지는 달님이 건너는 다리, 도게츠교Togetskyo. 

논길을 따라 10분쯤 달렸다. 하늘을 거울처럼 품은 히로사와 연못엔 구름

이 동동. 논 한복판엔 허수아비 십수 명(?)이 일렬종대로 서 있다. “곧 있

으면 예쁜 허수아비 콘테스트가 열리거든요.” 오늘의 가이드, 우타노 유

스호스텔의 세이리키 상이 귀띔한다. 

아라시야마의 일요일 아침 풍경은 서정적이다. 연못 앞에는 막대에 굵은 

실을 매고 물고기가 물기만 기다리는 소년이, 논 앞 공터엔 ‘아라시야마 

어린이 축구교실’쯤 돼 보이는 꼬마 축구 선수들이 시골 아침의 고요를 깬

다. 멀리, 배경에 놓인 집들의 굴뚝에선 때마침 연기가 피어올랐다. 촌스

러워서 예쁜 풍경에 넋을 잃었다. 반드시 아침에 가야만 할 곳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바퀴를 굴렸다. 5~10분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던 히가시야

마와 달리 장거리를 달려야 하는 아라시야마는 제법 운동량이 많다. 

첫 번째 행선지, 기오지 절Giojidera까지는 적당한 속도로 달리면 약 30분

가량 걸린다. 자전거 길이 따로 없어서 자동차와 나란히 달려야 했는데 전

혀 위협적이지 않았다. 자전거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운전자들은 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라이더를 새로 사귄 여자 친구처럼 배려한다. 빨리 비키

지 않으면 들이받을 기세로 경적을 눌러대는 우리나라와는 확실히 다르

다. 기오지 절은 일본 불교사에서 이름 높은 4명의 비구니상을 안치한 곳

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끼 정원’으로 더 유명하다. 경내에 들어서면 수십 

종의 이끼가 파도처럼 넘실댄다. 그늘에서 자라는 이끼는 그늘에서 봐야 

제 맛. 이끼가 내뿜는 청초한 기운에 젖고 싶다면 아침 일찍 찾길 권한다. 

이끼 정원에서 여유를 부린 탓에 성큼 점심시간이 다가왔다. 기오지 절에

서 도게츠교로 가는 길에 있는 노노미야 신사Nonomiya Jinja와 대나무 숲

을 그냥 지나쳐 도시락 집으로 직행했다. 오이가와 강이 한눈에 보이는 대

나무 도시락 집 ‘도게츠테이’는 반세기 동안 한자리를 지킨 집이다. 20가

지 이상의 요리가 대바구니 안에 모두 담겨 있다. 교토 귀족의 소풍 도시

락이 이랬을까? 아라시 산을 단숨에 뛰어넘을 기세로 남김없이 해치웠다. 

아라시역부터 천년 고도의 절 텐류지Tenryuji, 대나무 숲에 이르는 길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자동차와 관광객으로 넘친다. KCTP는 자전거 여행자

를 위한 지도에 ‘이 길에선 자전거와 함께 걷길’ 권하고 있다. 

자전거를 옆에 끼고 천천히 걸었다. 아라시야마 지구에는 히가시야마엔 

없는 흙길이 있어서 느릿느릿 발자국을 찍으며 걷는 즐거움이 있다. 대나

무가 만들어준 키 큰 그늘 아래서 잠시 숨을 골랐다. 잘 버텨준 엄지발가

락, 다리가 되어준 바퀴, 함께 달린 교토 친구가 새삼 고마웠다. 자전거 위

에서 만난 교토는 전보다 더 살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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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크 재팬
마치야 안에서 일본의 전통 문화, 

차도, 서도 등을 배울 수 있는 곳. 

일본 가정식을 뜻하는 ‘오반자이’ 

쿠킹 클래스가 인기 프로그램이다. 

자전거를 타는 여행자들이 요리도 

배우고 직접 만든 음식으로 식사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세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건강한 교토식 밥상을 꾸미는 방법을 

알려준다. 좀 더 깊이 있는 쿠킹 

클래스를 원하는 이에겐 니시키 

시장을 함께 산책하면서 사케 곳간도 

견학하고 요리도 배우는 반나절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LoCation 761 Tenshu-cho, 

Takakura-dori, Nijo-agaru, Nakagyo-

ku, Kyoto City  tEL +81-75-212-9993 

WEB www.wakjapan.com

사쿠라
교토를 비롯해 일본 전역의 건강한 

로컬 식재료로 창작 요리를 선보인다. 

물가지, 전갱이, 명란, 멸치와 같은 

일상적인 재료를 직접 만든 특제 

소스로 조리한 정갈한 오찬이 특기. 

셰프가 교토의 유명한 요정 ‘깃초’ 

출신이다. 고가의 기요미즈야키(교토 

도자기)에 담아내 더 맛있다. 점심 정식 

1천2백엔.  

LoCation 5-7-3-1 Kitakumi, 

Yonsujimeinari-cho, Sanjo Sagaru, 

Hurugawacho-dori, Higashiyama-ku, 

Kyoto City tEL +81-75-533-6330  

WEB rakuten.co.jp/kyo-sakura 

쿠시쿠라 
100년 된 마치야 안에 들어선 꼬치 

구이 집. 닭, 두부, 과일 등의 다양한 

재료를 꼬치에 끼운 후 구워서 맛이 

담백하다. 미네랄을 포함한 최고급 

품질의 숯을 사용해 10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 재료 고유의 맛을 

살리는 것이 특징이다. 맛있기로 

소문난 교토의 제철 채소와 신선한 

닭고기 꼬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세트 메뉴로 주문하면 라멘과 

오니기리, 오차즈케가 후식으로 

나온다. 정갈한 기모노 차림의 홀 

매니저가 식사 자리를 극진하게 

보필한다. 마치야 안쪽, 정원을 

바라보며 생맥주와 함께 즐기면 일품. 

LoCation 584 Hiiragi-cho, Takakura, 

Oike-agaru, Nakagyo-ku, Kyoto City

tEL +81-75-213-2211 

WEB www.fukunaga-tf.com/kushikura

유도후
30년 전통의 교토 두부 요리 전문점. 자체적으로 보유한 두부 공장에서 홋카이도산 콩으로 만든 수제 두부를 

낸다. 두부 샤부샤부, 구이, 유부, 튀김 등으로 구성된 ‘후지’ 코스가 점심 메뉴로 인기다. 난젠지에 위치한 본점은 

가이세키 요리점이라 가격이 높은 반면 기요미즈데라점은 캐주얼하게 명품 두부를 즐길 수 있다. 3년 전에 

리뉴얼을 마쳐 더욱 쾌적한 분위기로 변신했다. 

LoCation Kiyomizudera Monzen, Higashiyama-ku, Kyoto City  

tEL +81-75-541-7111 WEB www.to-fu.co.jp 

수야
교토식 오코노미야키 ‘베다 야키’ 전문점. 재료를 모두 섞어 한 번에 

익히는 오사카식 오코노미야키와 달리 밀 베이스를 아래에 깐 

후 본 재료를 살포시 얹는 방식으로 만든다. 재료 각각의 맛이 잘 

살아 있다.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패망한 후 양배추만 얹어서 

먹던 가난한 시절의 요리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양배추와 파를 

얹은 베다 야키가 인기 메뉴. 오래된 마치야를 세련된 펍 분위기로 

개조한 것도 인기에 한몫한다. 

LoCation  Seimei-cho, Higashiiru Yanaginobanba, Nijo-dori, 

Nakagyo-ku, Kyoto City  tEL +81-75-212-4466 

WEB www.suya-kyoto.com 

라이더를 위한 연료 공급소
교토에서 자전거를 잘 타려면 수시로 내려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한다. 히가시야마와 아라시야마에 있는 연료 공급소를 찾았다.

마에다 커피
1971년에 문을 열었다. 이노다 커피와 

함께 교토의 시그니처 커피 체인이다. 

근대 다방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교토를 찾은 여행자들은 이노다 

커피에서 브런치를 먹고 마에다에서 

스위츠를 즐긴다. 초콜릿과 콩, 모찌가 

들어 있는 맛차 파르페와 찹쌀떡 안에 

맛차 아이스크림을 소로 넣은 맛차 모찌가 

인기 메뉴. 자전거를 타다가 기요미즈 

절로 오르는 길목, 고다이지 절 앞에서 

잠시 멈추면 오른쪽에 간판이 보인다. 

LoCation Shimokawara-higasiiru, 

Kodaiji-minamimon-dori, Higashiyama-ku, 

Kyoto City tEL +81-75-255-2588 

WEB www.thehousecafe.com 

조히코
4백여 년 전통의 교토 최고最古 옻칠 명가 브랜드 조히코의 

쇼룸&뮤지엄. 지난해 헤이안 신궁 인근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일본의 로열 패밀리가 소장하는 럭셔리한 옻칠 공예 제품을 

전시하고 있다. 황실 미술관이 소장한 조히코의 작품들을 비롯해 

18세기 에도 시대에 신부가 예물로 준비했던 코즈메틱 세트, 식기, 

가구, 액세서리, 거울 같은 옻칠 공예 소품을 보거나 살 수 있다. 

LoCation 10 Okazaki, Saisyoji-cho, Sakyo-ku, Kyoto City 

tEL +81-75-752-7777 WEB www.zohiko.co.jp 

브라이튼 호텔
‘황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호텔’이라는 수식어가 

의미하는 것은 많다. 교토의 ‘중심’에 위치했기 때문에 접근성이 

뛰어나다. 번화가인 기온과 히가시야마 지구, 교토 역에서 

상당히 가깝다. 미니 바에 비치된 미네랄워터를 따로 마실 

필요가 없다. 수돗물이 미네랄워터다. 4년 전부터 꾸준히 실시한 

리노베이션으로 객실과 샤워실이 새로 지은 호텔처럼 산뜻하다. 

비치된 다도 세트와 거울, 인테리어 소품은 모두 교토 출신 

장인과의 컬래버레이션으로 제작했다. 세심한 것에서부터 격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LoCation Nakadachiuri, Shinmachi-dori, Kamikyo-ku, Kyoto City 

tEL +81-75-441-4411 WEB www.brightonhotels.co.jp

기요미즈 절 

교토역 

교토 시청

헤이안 신궁 

START

GOAL

HiGaSHi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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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자판기
히로사와 연못을 끼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논두렁을 지나 작은 마을이 나온다. 마을로 들어서는 

입구를 그냥 지나치지 말 것. 아라시야마 지역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오이, 완두콩, 과일 같은 것이 

앙증맞은 자판기 안에 들어가있다. 가격도 1백~4백 엔으로 저렴하다. 우타노 유스호스텔에 묵는 

자전거 여행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건강하고 착한 가게. 

우타노 유스호스텔
교토 시에서 운영하는 유스호스텔. Hi Best Hotel Award에서 선정하는 ‘가장 편안한 호스텔’에 

2009년과 2011년 연이어 선정될 만큼 깔끔하고 세련된 시설을 갖췄다. 금각사와 료안지, 닌나지를 

지척에 두고 있으며 아라시야마도 가깝다. 교토 북서부를 여행하고자 하는 이에게 훌륭한 베이스가 

되어준다. 매일 기모노 체험, 지갑 만들기와 같은 프로그램이 열린다. 주말에는 음악회와 같은 공연도 

감상할 수 있다. 도미토리(3인, 4인, 6인)와 트윈룸, 대중 목욕탕을 갖췄다. 깨끗한 시설 때문에 늘 

인기가 많아서 여유를 두고 예약하길 권한다. 

LoCation 29 Nakayama-cho, Uzumasa, Ukakyo-ku, Kyoto City  

tEL +81-75-462-2288 

WEB www.yh-kyoto.or.jp/utano/ 

무스비
잡곡 소믈리에가 제안하는 건강식을 즐길 수 있는 레스토랑. 1층엔 카페&레스토랑, 2층엔 샤워룸이 있다. 도쿄 

황궁 근처에 있는 러너를 위한 샤워센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무스비에 샤워실을 함께 오픈했다. 주인은 일본의 

여행 매거진 <JALAN> 출신 에디터로 ‘아라시야마의 사랑방’을 꿈꾸며 무스비를 오픈했다. ‘달리는 이’에게 

필요한 영양이 가득 채워진 식단은 화학조미료나 쇼트닝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다. 주인장은 무스비를 

찾으면서 함께 달리기 시작한 친구들과 ‘조깅 클럽’, ‘마라톤 클럽’을 만들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병아리콩, 쌀, 

너트류 등이 섞여 나오는 곡물 샐러드와 두부 가리아게, 코코넛 커리 등이 인기 메뉴. 

LoCation 1-8 Nishichikawa-cho, Arashiyama, Nishikyo-ku, Kyoto City 

tEL +81-75-82-4195 WEB www.musubi-cafe.jp

도게츠테이
사가 지역의 대나무로 엮은 바구니 

안에 들어 있는 도시락, ‘다케 벤토’를 

맛볼 수 있는 곳. 48년 전에 이곳에 

문을 연 이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케 벤토는 무려 46년 동안 

스테디셀러로 사랑받는 메뉴. 생선, 

회, 두부, 튀김, 츠케모노 등 20가지 

이상의 요리들이 작은 도시락 안에 

알차게 담겨 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는 손님에 한해 함께 

운영하는 온천으로 안내해준다(온천은 

매주 수요일 정기 휴무). 리버 뷰 

테이블에 앉고 싶다면 오전 11시 

30분 정도에 미리 오는 것이 좋다고 

매니저가 귀띔했다. 

LoCation Nakaoshita-cho, 

Arashiyama, Nishikyo-ku, Kyoto City 

tEL +81-75-871-1310 

WEB www.togetsutei.co.jp

사가노 유
100여 년 전 다이쇼 시대에 지은 목욕탕을 개조한 

카페. 2007년까지 실제 목욕탕으로 이용된 

공간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인테리어로 활용한 

센스가 돋보인다.  아라시야마의 외진 동네에 

위치했음에도 주말에는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다. 

핀란드 건축 거장 알바 알토의 시그니처인 채광 

창이 카페 한가운데 뚫려 있는데, 실제 분위기도 

헬싱키의 어느 카페 같은 느낌이다. 커리와 파스타 

메뉴가 준비돼 있어 식사도 해결할 수 있다. 

LoCation 4-3 Imahori-Tenryuuji, Saga, Ukyo-

ku, Kyoto city tEL +81-75-882-8985 

WEB www.sagano-yu.com

How to Rent 

KCTP Rental Bicycle. 교토 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교토 사이클링 투어 프로젝트 사무소에서 자전거를 빌려준

다. 취향과 코스, 목적에 따라 미니 벨로, 로드 바이크, MTB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여료는 자전거 기종에 따라 하루 

1천~ 2천 엔 사이. 지독한 길치이거나 프라이빗한 안내를 받고 싶다면 가이드 투어를 신청한다. 4명 기준 3천9백

엔. 미리 요청하면 라이딩이 끝나는 지점에서 자전거를 수거해주기도 한다. 

WEB www.kctp.net

Getting There 

제주항공에서는 인천과 김포, 제주도에서 간사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비행편을 운항하고 있다. 인천과 김포에서

는 매일, 제주에서는 주 5회 출발한다.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특별히 제주-오사카 노선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을 기존의 20킬로그램에서 30킬로그램으로 늘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tEL 1599-1500 WEB www.jejuai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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