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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를 이시카와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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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놀이를 이시카와현에서！톱뉴스

겐로코엔・가나자와성공원
빛의 축제（가나자와시）

겐로쿠엔・가나자와성공원에서는, 벚꽃이 만발하는 기간에 

빛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겐로쿠엔의 모습은 환상적입니다. 입장료는【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개최시기: 4월 초순～중순

■교통: JR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15분, 

「겐로쿠엔시타(兼六園下)」정거장에서 하차 도보로 1분

벚꽃은 일본을 대표하는 꽃 중의 하나입니다. 

개화시기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벚꽃축제（가가시）

지역산업의 진흥과 오곡풍성을 기원하는 가가신메이구
（야마시타신사）의 축제. 마차나 무용, 사자춤 등의 행렬이 
거리를 누빕니다. 구마사카강의 강변에는 1km에 달하는 
벚꽃길을 산책하실 수 있고 해가 지면 초롱이 점등됩니다. 
강을 따라 두둥실 노 젓는 모습도 가관입니다. 
■개최시기: 2013년 4월 13일（토）・14일（일）
■교통: JR다이쇼지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

3대 가가번주인 마에다 도시쓰네의 고마쓰성지에 
조성된 공원으로 포장마차나 초롱 등이 밤을 밝힙니다. 
밤벚꽃놀이를 즐기는 분들로 밤거리가 북적거립니다.
■개최시기: 4월 상순（개화시기에 맞춰 개최）

■교통: JR고마쓰역에서 도보로 약15분 소요

가가지역 초대 번주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이룬 나나오성지에 조성된 

고마루야마공원에는 약 200그루의 벚꽃나무가 있습니다. 

고마루야마벚꽃축제는 매년 개최되며 4월이 되면 밤벚꽃을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와쿠라온천에서 숙박하시며 축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최시기: 4월 중순 （개화시기에 맞춰 개최）

■교통: JR나나오역에서 도보로 5분 소요

■개최시기: 

4월 중순（개화시기에 맞춰 개최）

■교통: 노토철도 노토카시마역 하차

（JR가나자와역에서 약 2시간 소요）

「노토카시마역은 「벚꽃역」으로도 불릴 정도의 역으로, 철길을 

따라 100그루 이상의 벚나무가 터널을 만듭니다. 꽃놀이 계절이 

되면 포장마차가 줄을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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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버스

정거장
■시간

（산쪽）

일주 약1시간 30분
8:45～17:30
1일 11편운행

（바닷쪽）

일주 약1시간 20분
8:55～17:30
1일 10편운행

■ 기타 우대권

승차권에는 21
시설의 우대권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1일간・연속

2일간

■금액

1일이용권：성인 1,000엔
　　　　　소인　500엔
2일이용권：성인 1,200엔
　　　　　소인　600엔

■주된 관광지

（산쪽）야마시로온천대중탕, 

나타데라,유노쿠니노모리, 

일본자동차박물관, 세계유리관, 

과자성가가번문화촌 등

（바닷쪽）구타니야키미술관, 

쓰키우사기노사토, 

기타마에부네노 사토자료관, 

하시타테어항, 가타야마즈온천,

　고마쓰공항 등

■승차권

■버스

정거장

■기타 우대권

1일 자유승차권을

제시하면,
가나자와시내

26시설을

우대요금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1일간

■금액

성인：500엔
소인：250엔

“와지마호”는 노토 와지마시를 중심으로 관광할 수 있는 버스를 말합니다. 코스나 시설소개가 실려 있는「영어판」「대만어판」리플렛은, 신청시
또는 차내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나자와역을 출발해 당일치기여행은 어떨까요?

■운행일: 매일
■코 스: 가나자와역（7:50출발）→와지마역（9:44）→와지마아침장・와지마칠기회관→소지지(사찰)→간몬（중식）→지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가나자와역（15:50도착）
■요금: 성인7,200엔, 소인4,200엔（중식포함）※와지마역에서 승차 경우, 성인5,200엔, 소인3,200엔
■신청: 호쿠리쿠철도 예약센터（가나자와역 동쪽입구 승차장）   ■문의: 076-234-0123（호쿠리쿠철도 예약센터）

와지마호 리플렛「영어판」「대만어판」을 완성

http://www.toyota-rl.co.jp/

http://www.hokutetsu.co.jp/bus/teikan/wajima/index.html

주유(周遊)버스 승차권 특집！
가가시내를 주유하는 「CANBUS」와, 가나자와시내를 주유하는
「성하마을 가나자와 주유버스」.
저렴한 플랜의 승차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토픽

2013년3월31일부터「노토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명칭은 「노토사토야마카이도(바닷길)」로 
변경됩니다！ 세계농업유산인 노토지역을 관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요타렌타리스 이시카와에서는, 
다언어(한국어/일본어/영어/중국어(간체))대응 카네비를 
구비한 자동차를 준비했습니다. 예약이 필요합니다.
고마쓰공항이나, 가나자와역 등, 이시카와현내 11점포에서 
렌트하실 수 있습니다.

노토유료도로가 무료!

가나자와의 먹거리를 소개한 핸드북인「OMOTENASHI」를 
발행했습니다！
전통요리, 이자카야의 이용방법, 가게 정보, 계절별 먹거리 
등이 실려 있습니다. 자유여행 하실 때 먹거리를 즐기기 
위한 필수품입니다. 핸드북은 고마쓰공항이나 
가나자와역에서 무료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번), 불어

가나자와의 먹거리
핸드북「OMOTENASHI」

http://www.kaga-can-
bus.com/

CANBUS주유권

관광객 우대정보
(현행)노토유료도로
통행료　일반차 1,180엥
　　　　대형Ⅱ 4,210엥

런치로 신선한 노토동(덮밥)

■시간

일주 약40분
8:36～18:00 
12분 간격으로 운행

■주된 관광지

가나자와역, 히가시찻집거리, 
겐로쿠엔, 가나자와21
세기미술관, 스즈키 
다이세쓰관, 닌자데라, 
가타마치, 나가마치무가집터, 
오야마신사, 오미초시장 등

■판매창구

・캔버스 차내

・(주)마치즈쿠리 가가사무실

  (가가온천역 캔버스 종점）

・KAGA타비마치네트（JR가가온천역사）

・야마시로, 야마나카, 가타야마즈 가맹료칸

・나타데라・유노쿠니노모리・일본자동차박물관

・세계유리관・마루하치세이차조본점（1일권에 한함）

・가가후루츠랜드

・쓰키우사기노사토・야마시로온천대중탕

■판매창구

・차내・호쿠테쓰역앞센터

   (가나자와역 동쪽입구 버스터미널 1번 승차장 부근)
・호쿠테쓰그룹안내소

   (가나자와역 동쪽입구 버스터미널 7번 승차장 부근)
・가타마치서비스센터

   (가타마치 “파시온 앞” 버스정거장 근처)
・무사시서비스센터(가나자와 스카이호텔 1층)
・겐로쿠엔시타서비스센터 (겐로쿠엔시타 

“고쇼마치방면”정거장 근처,경축일・일요일 휴일）

픽업

http://www.hokutetsu.co.jp/
 joshaken/kanko/shuyu.html

성하마을 가나자와 주유

1일 자유이용 승차권

←간몬. 높이 15m, 길이60m에 달하는 대규모 천연동굴

わじま号

http://www.kankokeizai.com/
100sen/26.html

관광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제26회 일본의 온천 100선」
에서, 와쿠라온천이 12위에 올랐습니다.
31위에 오른 야마시로온천, 38위에 오른 야마나카온과 함께 
세 곳의 온천지가 올랐습니다！
동시에 개최된「인기온천료칸호텔 250선」에서는,
이시카와현내에 있는 아래의 12료칸이 선정되었습니다！

와쿠라온천이 12위!

야마시로： 루리코, 하토리, 유노쿠니텐쇼, 다치바나시키테이
야마나카： 하나무라사키, 구리야야소하치, 가요테이
와  쿠  라： 가가야, 아에노카제, 다다야, 노토라쿠
와  지  마： 노토노쇼

제38회 르라 에 샤또의 세계대회에서 야마시로온천의 「베니야무카유」가 
웰컴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르라 에 샤또”란？
1954년에 프랑스에서 발족. 세계 58개국・480곳의 최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이 가맹한 협회조직입니다. 트로피는, 르라 에 샤또 멤버로서 
탁월하고 엄격한 기준에 대한 답례품

베니야무카유(ベニヤ無何有)
르라 에 샤또 웰컴트로피 수상 MAP-6

http://www.kagaya.co.jp/index.php

제 38회「프로가 뽑는 일본 호텔・료칸 100선」에서, 
와쿠라온천의 료칸인「가가야」가 33년간 계속해서 종합 1
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기다리고 있을지 경험해 
보심은 어떨지요.

가가야 (加賀屋) 
33년 연속 일본 넘버 원！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번), 일어）

MAP-4

5

바다를 바라보며
와쿠라온천에서 휴식

4

일본에서도 유일한 해안을
달릴 수 있는 지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

석양이 아름다워 최고의
촬영포인트로 알려진
센마이다(계단식논)

1 2

미쓰키시마. 별칭「군함섬」
이라 불리는 높이28m의 기암

3

「노토사토야마카이도」
로 변경, 무료화

쾌적한 드라이브를 즐기실 수 
있지요.

http://mukayu.com/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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