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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金沢) − 도쿄(東京)

겨울
소식

2시간28분
일본의 전통과 최신기술이 융합한
지구촌에서 가장 새로운 신칸센

전담 어텐던트가 승무하는
최상급 특별차량인
ʻ그란클래스ʼ를 도입.
가가야키（속달형）
가나자와(金沢)−도쿄(東京) 10왕복
하쿠타카（정차형）
가나자와(金沢)−도쿄(東京) 14왕복
가나자와(金沢)−나가노(長野) １왕복
쓰루기（셔틀형）
가나자와(金沢)−도야마(富山) 18왕복

■ 요금 14,120엔
※대인・보통차 지정석이용 (평상시) 할 경우
http://www.pref.ishikawa.jp/shink/hokuriku-shinkansen/
와지마
영업구간
2015년 3월 14일
개통예정구간

● 와쿠라♨

신다카오카

도진보

가가♨ ●
●

이토이가와

조에쓰묘코

2시간28분

구로베우나즈키 이야마
온천
나가노
● 지고쿠다니야엔공원(公苑)

가나자와 도야마
●
고마쓰 ● ●다카야마 다테야마

젠코지절
시라카와고 다테야마
쿠로베알펜루트
에헤지절

아와라온천

연선 각지의 광광명소를 다양하게 조합하여 각자의
취향에 맞는 호쿠리쿠신칸센 투어를 즐겨 보십시오.

●

도쿄

나가노

약1시간

도야마

약20분

가루이자와

하쿠산

도쿄

가나자와
다카야마(버스) 약1시간40분

후지산
재래선
나고야
고베

교토
신오사카

● 다테야마쿠로베알펜루트(도야마역)

도카 이

● 스노우몽키(나가노역)

도신

칸

시라카와고(버스)

센

2시간 30분

● 센소지(浅草寺)(도쿄역)

● 다카야마/옛거리모습(다카야마역)

약1시간

교토

● 시라카와고(다카야마역)

이시카와현에 관광열차 등장!

호쿠리쿠신칸센 가나자와 개통에 맞춰,
이시카와의 전통문화로 꽉 메운 두 개의
호화로운 새로운 열차가 달립니다.

のと鉄道「のと里山里海号」
JR七尾線「花嫁のれん」

Ishikawa

JR七尾線「花嫁のれん」
JR나나오선 관광열차
「하나요메노렌
(2015年10月運行予定)
( 花嫁のれん )」
（2015년10월 운행예정）

Osaka
大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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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kuriku Japan)
石川県

Noto Satoyama Airport
のと里山空港

Tokyo
東京

Anamizu
穴水駅
Wakuraonsen
和倉温泉駅

Noto Tetudou
のと鉄道

이시카와의 전통공예인 와지마누리
(輪島塗)나 가가유젠(加賀友禅)을
이미지한 열차. 일본의「화(和)와
미(美)」를 재발견하는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5

♨

http://www.westjr.co.jp/pr
ess/article/2014/07/page̲
5866.html

JR
Nanao
Line
JR七尾線

Noto Satoyama Kaido (Free)
のと里山海道

화(和)와 미(美)를 통한 대접

能登の里山里海が織りなす風景と旬の味を楽し
노토의 산과 바다가 만들어 내는 풍경과
む、ぬくもりと懐かしさを感じさせる観光列車
제철의 산해진미를 만끽하는 온기와
「하나요메노렌(花嫁のれん)」은, 혼인 때, 공들여 키운 딸의 행복을 염원해, 화려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관광열차.
색으로 꾸민 포렴을 시집가는 딸에게 들려 주는 풍습으로, 약 15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나나오시의 잇폰스기(一本杉)도로에서는, 매년 5월에 길가의 점포나 민가에 백수십 장의
노토철도관광열차「노토사토야마사토우미호」
하나요메노렌이 장식되는 전국에서도 이곳에서밖에 볼 수 없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2015년 4월 29일 운행예정) 5

하나요메노렌(花嫁のれん)

http://ipponsugi.sakura.ne.jp/noren/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1시간→
나나오역 하차→도보 5분
■ 문의처
나나오시 관광협회 TEL +81-767-53-8424

노토의 바다를 이미지한 푸른 바다색을
바탕으로 소박하고 깊이 있는 상질감을 연출한
디자인입니다. 열차내부는, 노토의 천연소재나
전통공예품을 활용하여, 노토가 아니면 자아낼
수 없는 노토만의 포근하고 세련된 공간을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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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tsu Airport
小松空港
Kaga IC
加賀IC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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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o
七尾駅

Kanazawa
金沢駅

Komatsu
小松駅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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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gaonsen
加賀温泉駅

Hokuriku
Expressway
北陸自動車道

Shirakawa-Go IC
白川郷IC
Hakusan Super Rindo
Forest Road
白山スーパー林道

http://www.nototetsu.co.jp/

호쿠리쿠신칸센을 타고 이시카와에 가자！성하마을인 가나자와는 매력백만점!

1

역사ㅤㅤ문화
일본 3명원중 하나

겐로쿠엔

성하마을 심볼

사무라이하우스가 남은

옛거리의 게이샤마을

가나자와성공원

나가마치무가집터

히가시찻집거리

■ 문의처：
가나자와성・겐로쿠엔 관리사무실
（TEL +81-76-234-3800）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조카마치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
겐로쿠엔시타(兼六園下)에서 하차

맛거리ㅤㅤ전통산업
시민의 부엌 오미초시장

겐로쿠엔, 가나자와성공원에서
공중무선 LAN을 이용할
Wi-Fi
수 있게 됐습니다.

■ 문의처：
■ 문의처：
가나자와시 관광교류과（TEL +81-76-220-2194） 가나자와시 관광교류과（TEL +81-76-220-2194）
■ 교통：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조카마치가나자와주유버스로
가나자와역에서 조카마치가나자와주유버스로
10분→고린보(香林坊)에서 하차→도보 5분
10분→하시바초(橋場町)（파출소앞）에서 하차

아름다운 기모노체험을 할 수
있는 가가유젠염색

마루이치 마이크로버스 전세플랜
가나자와는
대중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1
희망하시는 광광명소를 자유롭게 짤 수
있는 전세버스입니다.
■ 문의처：
마루이치관광（TEL +81-76-266-1401）
■ 문의처：
■ 문의처：
오미초시장 사무실（TEL +81-76-231-1462）
가가유젠전통산업회관（TEL +81-76-224-5511）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조카마치가나자와주유버스로 화과자만들기에도 도전!
5분→무사시가쓰지(武蔵ヶ辻)에서 하차

가나자와조카마치주유버스

가나자와관광가이드택시

요금:
1일 500엔

금박공예체험이 인기!

■ 문의처：
■ 문의처：
금은박공예 사쿠다（TEL +81-76-251-6777）
이시카와현 관광물산관（TEL +81-76-222-7788）

가나자와시 중심부 관광명소를
주유하는 레트로한 본넷버스

관광가이드로 인정받은 친절한 드라이버가
가나자와의 관광명소를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호쿠리쿠철도（TEL +81-76-237-5115）

■ 문의처：각 택시회사
http://www.taxi-ishikawa.jp/kanazawa/

이시카와의 겨울, 적극추천 정보!
게장국

2

눈놀이 당일 버스투어

게의 맛으로 꽉 찬 게장국.
야마나카온천에서는 기간중, 매일 “
게장국축제”를 개최합니다.
http://www.yamanaka-spa.or.jp/

눈

http://whitering.co.jp/home̲jp.html
■ 문의처:화이트링 Tel 076-256-7488

■ 기간
~2015년 3월 31일까지
(10시부터 11시 30분)
■ 문의처:
야마나카온천관광협회
Tel 0761-78-0330

겨울
맛거리

3

눈놀이로 온천, 메밀만들기 체험이 세트로 된 저렴한 투어. 영어가
가능한 스탭이 동승합니다.(예약이 필요합니다)

이치리노온천스키장

가나자와 오뎅

나미노하나
(파도꽃)

ʻ가니멘ʼ이라 불리는, ʻ게맛살이나
게내장을 게껍질에 채워넣은
오뎅ʼ이 인기상승중입니다.

일본술(사케)
덴구마이 야마하이시코미준마이술
국제적 와인품평회 ʻIEC2011ʼ의 ʻSAKE부분・
준미이슈ʼ에서 최고금상을 수상.

4

바닷물속의 플랑크톤의 점액이
만들어내는 비누거품이 하얀
꽃과 같이 예쁘게 춤추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http://www.wajimaonsen.com/
■ 문의처:와지마시관광협회 TEL 0768-22-1503

샤타주조
http://www.tengumai.co.jp/index.html

‘마가키’라는 울타리

소겐 다이긴죠
ANA국제선 퍼스트클래스에 채용.
소겐주조
http://www.sougen-shuzou.com/

오모테나시정보
「Ishikawa Travel Tips」
관광명소에 가시는
길, 와이파이존、
맛거리 등,
이시카와에서의
여행만족도를
올리기 위한
정보를
소개하겠습니다.

■ 설치장소
현내 주요 교통기관・숙박시설 등

4

겨울의
풍물시

겨울의 강한 바람이나 거친파도로부터
민가를 보호하기 위해 집 주위에
둘러싼 대나무 울타리. 엄한
자연속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생활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http://www.wajimaonsen.com/
■ 문의처:와지마시관광협회 TEL 0768-22-1503

최신정보

「이시카와햐쿠만고쿠모노가타리・
에도본점」이 도쿄・긴자에
현행 「하쿠산슈퍼임도」를, 3
「하쿠산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로 개칭！ 오픈했습니다.
이시카와의 특산품이나 전통공예품을
도쿄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매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http://100mangokushop.jp/

다카야마호쿠리쿠 에리어
투어리스트패스
통행요금은 현행의 반액입니다.（2015년4월〜）
http://www.hakusan-rindo.jp/
■ 문의처
하쿠산임도 이시카와관리사무실
TEL +81-76-256-7341

토픽
가나자와성(金沢城)・겐로쿠엔(兼六園) 야간개장 〜겨울편〜 1

나고야(名古屋)〜가나자와(金沢)〜
오사카(大阪)간의 JR과 버스 자유탑승권이
등장했습니다. 「세계유산」인 고카야마
(五箇山)・시라카와고(白川郷)、
성하도시인 가나자와나 다카야마등, 일본
굴지의 관광명소를 향해 출발해 보실까요.
http://touristpass.jp/en/takayama̲hokuriku/

논두렁 빛축제 6

와지마의 경승지인 시로요네센마이다를 약 20,000개의
LED가 수놓는 환상적인 일루미네이션입니다.
■ 시기
2015년 3월 15일(일)까지 일몰로부터 약 4시간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노토방면 특급버스로 2시간→
와지마역앞 하차→임시버스로 20분→센마이다 하차
■ 문의처
와지마시 관광협회 TEL +81-768-22-1503

눈사람축제 7
■ 시기
2월7일（토）, ８일（일）, 14일（토）〜 22일（일）17:30 〜 21:00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조카마치 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
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
■ 문의처
가나자와성・겐로쿠엔관리사무실TEL +81-76-234-3800
http://www.pref.ishikawa.jp/siro-niwa/kenrokuen/index.html

약 2,000개의 눈사람이 마을을 꽉 메웁니다. 밤이 되면 조명으로
빛발하는 눈사람 모습이 환상적입니다.
■ 시기
하쿠산시 구와지마지구（1월31일）、시라미네지구（2월7일）
■ 교통
JR가나자와역에서 시라미네행 호쿠리쿠철도버스로2시간→
시라미네(白峰)하차
■ 문의처
시라미네관광협회안내소TEL +81-76-259-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