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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의 관광안내소

이시카와현 관광정보　http://www.hot-ishikawa.jp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관광안내센터(JR가나자와역 구내)

　TEL.076-232-6200

●가나자와 굿윌가이드 네트워크

　（영어 대응）

　TEL.076-232-3933

●노토 여행정보센터(노토공항 터미널빌딩 1층)

　TEL.0768-26-2555

●와지마역 관광센터(와지마 후랏토호무 구내)

　TEL.0768-22-1503

●가가시 관광정보센터(JR가가온센역 구내)

　TEL.0761-72-6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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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가나자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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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출구

가나자와 햐쿠반가이 쇼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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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고마쓰 공항
※눈으로 인한 결항은 거의 없습니다.
※계절에 따라 편수가 달라집니다.

도쿄편(11왕복/1일) 삿포로편(1왕복/1일)

후쿠오카편(2왕복/1일) 시즈오카편(2왕복/1일)

센다이편(1왕복/1일) 나하편(1왕복/1일)

나리타편(1왕복/1일)

서울편(4왕복/주, 월수금일 운항)

상하이편(4왕복/주, 월목금일 운항)

타이베이(2왕복/주, 수토 운항)

■노토 공항
※눈으로 인한 결항은 거의 없습니다.

도쿄편(2왕복/1일)

철도
가나자와-에치고유자와-도쿄(소요시간 3시간 47분)

가나자와-마이바라-도쿄(소요시간 4시간 12분)

가나자와-오사카(소요시간 2시간 30분)

가나자와-신오사카-간사이공항(소요시간 3시간 43분)

가나자와-마이바라-나고야(소요시간 2시간 25분) 

고속버스

●도쿄 방면
도쿄(이케부쿠로/신주쿠)(6왕복/1일)(소요시간 약 8시간)

도쿄(도쿄역 야에스출구)(1왕복/1일)(소요시간 약 8시간)

등

●나고야 방면
나고야(11왕복/1일)(소요시간 약 4시간)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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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石川県)의 개요

P.3 이시카와현 전도

P.5 가나자와

P.6 유와쿠 온천

P.7 ①가나자와역&오미초 시장

P.9 ②히가시 차야가이

P.11 ③겐로쿠엔&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P.13 ④고린보&나가마치 무사저택터

P.15 ⑤가타마치&데라마치&니시 차야가이

P.17 가가

P.19 아와즈 온천

P.20 가타야마즈 온천

P.21 야마시로 온천

P.22 다이쇼지

P.23 야마나카 온천

P.25 노토

P.27 나나오 시내

P.28 와쿠라 온천

P.29 와지마 시내（와지마 온천）

■모델 코스

P.31 1.가나자와 2일 코스

P.33 2.가나자와 1일 기본코스

P.34 3.가가 2일 코스

P.35 4.노토 1일 코스

P.36 5.노토 2일 코스

■특집

P.37 전통공예

P.41 역사

P.43 먹거리

P.45 풍경

P.47 자연

P.49 온천

P.51 연간 이벤트

■교통

P.53 가나자와의 주요 교통수단

P.55 가나자와 시내버스 안내

P.57 가나자와 둘러보기

P.59 가가 지역 버스안내

P.60 와지마(노토) 지역 버스안내

P.61 노토 정기관광버스 안내

P.62 전화번호부

이시카와현의 교통망 ※2010년 2월 현재

●오사카 방면
오사카(7왕복/1일)(소요시간 약 4시간 40분)

●도호쿠 방면
센다이(1왕복/1일)(소요시간 약 8시간 30분)

●기타
니이가타(2왕복/1일)(소요시간 약 4시간 50분)

도야마(16왕복/1일)(소요시간 약 1시간 20분)

문의처
■호쿠리쿠철도 예약센터 TEL(076)234-0123

■서일본 JR버스 전화예약센터 TEL(076)234-0111

■서일본 JR가나자와 버스티켓센터 TEL(076)234-0123

■게이한버스(교토) TEL(075)661-8200

■서일본 JR버스 티켓센터(교토) TEL(075)341-0489

■노히버스(다카야마/시라카와고) TEL(0577)32-1688

자동차
가나자와-도쿄(소요시간 약 6시간 5분)
가나자와 니시(호쿠리쿠 자동차도로)-조에쓰JCT(조신에쓰 자동차도로)-후지오
카JCT(간에쓰 자동차도로)-네리마(순환8호선/사사메도리(도메이-간에쓰)-도쿄

가나자와-오사카(소요시간 약 3시간 25분)
가나자와 니시(호쿠리쿠 자동차도로)-마이바라JCT(메이신 고속도로)-도요나카

가나자와-나고야(소요시간 2시간 50분)
가나자와 니시(호쿠리쿠 자동차도로)-마이바라JCT(메이신 
고속도로)-고마키(메이신 고속도로)-나고야

●고마쓰 공항-가나자와역
공항버스(슈퍼특급:약 40분, 가나자와 시내 경유:약 60분)

전철+버스(약 17분 또는 30분+약 12분)

자동차(약 40분)

●교토
철　도 가나자와-교토(소요시간 2시간 30분)

고속버스 교토선(5왕복/1일)(소요시간 약 4시간 20분)

자동차 가나자와-교토(소요시간 약 2시간 43분)
가나자와 니시(호쿠리쿠 자동차도로)-마이바라JCT(메이신 고속도로)-교토 히가시

●다카야마/시라카와고
철　도 가나자와-도야마-다카야마(소요시간 2시간 15분)

고속버스 가나자와-시라카와고-다카야마(3왕복/1일)

 (소요시간:시라카와고 약 1시간 15분, 다카야마 약 2시간 10분)

자동차 가나자와-시라카와고(소요시간 약 1시간 15분)
가나자와 니시(호쿠리쿠 자동차도로)-오야베-도나미JCT(도카이 호쿠리쿠 자동차도로)-시라카와고

CONTENTS
이시카와현은 혼슈의 거의 가운데에 있으며 바다에 면해있습니다. 지형

은 남북으로 길고 면적은 약 4,185㎢이며 인구는 116만 6천 507명

(2009년 4월 1일 현재)입니다. 현청소재지인 

가나자와시에는 정부기관 및 금융, 기업의 

지점 등 중핵기능이 집중되어 있으며 행정 

및 경제면에서 호쿠리쿠 3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같은 일본의 3대도시와의 

교통도 편리합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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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
철　도 가나자와-교토(소요시간 2시간 30분)

고속버스 교토선(5왕복/1일)(소요시간 약 4시간 20분)

자동차 가나자와-교토(소요시간 약 2시간 43분)
가나자와 니시(호쿠리쿠 자동차도로)-마이바라JCT(메이신 고속도로)-교토 히가시

●다카야마/시라카와고
철　도 가나자와-도야마-다카야마(소요시간 2시간 15분)

고속버스 가나자와-시라카와고-다카야마(3왕복/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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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076-225-0555　범죄에 휘말리거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망설이지 말고 경찰을 불러 주십시오.

사건 및 사고를 경찰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긴급번호(24시간) 110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의 관광안내소

■외국인 종합관광안내소 TIC(Tourist Information Center)

■기타

대응가능한 언어:영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9:00-17:00(월요일~금요일)

110SOS

화재, 구조, 구급은 긴급번호(24시간) 119로 전화해 주십시오.119SOS

i

명칭 주소 TEL

076-237-8211

076-245-2600

076-265-2000

076-281-1125

0767-52-6611

0768-22-2222

076-275-2222

0761-22-7111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구라쓰키 히가시 2-1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헤이와마치 3-7-1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다카라마치 13-1

이시카와현 가호쿠시 우치타카마쓰 야 36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후지하시마치 아 6-4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야마기시마치 하 1-1

이시카와현 하쿠산시 구라미쓰 3-8

이시카와현 고마쓰시 무카이모토오리마치 호 60

이시카와현립 중앙병원

가나자와시립 병원

가나자와대학 부속병원

이시카와현립 다카마쓰병원

노토 종합병원

시립 와지마 병원

맛토 이시카와 중앙병원

고마쓰 시민병원

문의처 영업시간

영어, 중국어, 한국어9:00～17:00

8:00～20:00

JNTO 인포메이션 센터

나리타 국제공항 안내소 제1터미널

나리타 국제공항 안내소 제2터미널

간사이 관광정보센터

영어

대응가능한 언어/전화번호

03-3201-3331

0476-30-3383

0476-34-5877
8:00～20:00 영어, 중국어

4～10월　8:30～20:30,
11～3월　9:00～21:00

영어, 중국어
072-456-6025

영어6:40～22:00

8:30～19:00

주부 국제공항 텔레폰 센터

교토시 관광안내소 영어

0569-38-1195

075-343-6655※

히다 다카야마 관광안내소
0577-32-5328

영어, 중국어

경찰

병원

※변경될 수 있습니다.

4～10월　8:30～18:30 
11～ 3월　8:30～17:00

・JR 인포메이션
JR동일본 050-2016-1603

영어, 중국어, 한국어10:00～18:00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