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네야코지
일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내부에는 편의점이 없으므로
심야영업도 없어 밤에는

갈까?

교토의 명소
갑시다

조용합니다.

아네야코지 일대에서는 양호한

어디로

오늘은

지하철 카라스마센

마찌즈쿠리
(마을만들기)의 비전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

킨카쿠지

이마데가
와에키

경복전철 키타노선

안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소
중히 여길 것들에 대해 모두가

아라시야마

JR사가

협의하고 실현하기 위해 마찌즈
쿠리 비전을 정했습니다.

안심하고 걷기 위해 자동자와

노센

우즈마사텐
진가와에키

란덴

둘째, 동네에 대한 걱정과 배려를 공유하고,
안전하게 안심하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동네

처마 끝에 예쁜 꽃이

센
큐

전철이나 버스 등의
교통편이 좋아서
먼길을 떠나기에도
좋아요.

쿄토에키
센

토

쿄

JR

장식되어 있는 등, 걷는

후시미이
나리에키

사람들에 대한 대접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친절한 길 만들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를 목표로 합니다.

기분 좋답니다.

셋째, 서로 협력하면서 삶과 생업과
문화를 계승하는 동네
밤의 거리에는 따스한 색의

장사와 생활의 전통을 지키고 노포가 모인 아네
야코지 브랜드를 계승하며, 지역의 양호한 인간
관계를 키웁니다.

전구가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케이한센

전통적인 마찌야(町家)의

가와

카츠라

카모가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건물 등은 거리의 모습을 배려한 디자인과 색채로
하고, 밤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환경을 지킵니다.

카라스마오 아네야코지
일대
이케에키
한

있습니다. ZONE20의 안전한 길을

산죠에키

지하철 토자이센

자전거를 20km/h로 제한하고

첫째, 조용하고 차분한 거주환경을 지키고 기르는 동네

쿄토
고쇼

니조조

바둑판처럼 되어 있는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즐거워요.

후시미이나리
타이샤

주된 관광지로의 접근
쿄토고쇼
(쿄토시 카미교구에 있는 일본 천황의 옛 거처):
카라스마오이케역(K08)에서 「지하철 카라스마선」을
타고 이마데가와역(K06)에서 하차 후 도보 10분

아네야코지 일대는 이런 동네
아네야코지 일대는 쿄토시 중심시가지의 상업지구에 있으
면서 3~4세대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오고 있는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조용한 밤을 즐기고…

쿄토 도심에 있으면서 일과 생활이 공존한 동네입니다.
전통이 있고 차분한 풍정이 있는 아네야코지 지역 일대를 즐기면서 지냅시다.

깨끗한 동네를 위해서…

역사적인 동네입니다. 저층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차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은…

분한 거리가 남아 있으며, 문인 묵객의 간판을 거는 격조있

아네야코지에는 많은 사람이 살고

동네를 걷다가 생긴 쓰레기는

천천히 달리자

는 노포가 상징적인 쿄토다운 품격이 있는 동네입니다.

있기 때문에, 밤에는 조용히 지냅시다.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모두가 안심하고

에도시대부터의 「쵸시키모쿠(정식목; 町式目; 근세시대에

숙소에서 일본의 술과 차, 과자를

(쓰레기통은 편의점, 관광시설, 역 등에

동네별로 독자적으로 정한 규

맛보거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약 )」에서 보여지는 룰 등,

하면서 쿄토의 조용한 밤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

동네가 되도록,
자전거는 천천히

×

「생업」을 계승하고, 대접하는

주행. 빨리 달리면
볼거리를 놓친답니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주차는 하지 맙시다장소에
주차합시다.

마음을 길러온 삶의 지혜와 정
신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찾아보자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쵸시키모쿠 (町式目)」

자전거를 도로에 주차하면 보행자나
휠체어를 사용자에게 위험합니다. 자전거
주차장 등의 정해진 장소에 주차합시다.

아네야코지 일대에는
위의 사진과 같은
설명판이 이곳 저곳에

주민이 언제나 집 주변을 청소하고

게시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에도시대의 동네의 룰을

빈병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현대판으로 다시 만든

맙시다.

것입니다.

후시미이나리 타이샤
(쿄토시 후시미구에 있는 신사):
산조역에서 「케이한선」으로 후시미이나리역 하차 후
도보 10분

니조조 (니조성):
오이케도오리 동쪽으로 도보

킨카쿠지(금각사):
호리카와 오이케 버스정류장에서 「쿄토시버스 12번
리츠메이칸대학」행 승차 후 킨카쿠지마에 정류장 하차

아라시야마
카라스마오이케역(T13)에서 「지하철 토자이센(東西線)」
승차 후 우즈마사텐진가와역(T17)에서 「노면전철 란덴
(嵐電)」으로 환승해 아라시야마역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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