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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개통

가나자와~도쿄 구간 2시간 28분
가장 빠른 열차인 “가가야키” 1일 최대 18왕복운행!
ㅤㅤ정기편, 임시열차 시간표는, 별지 시간표를 참고해 주세요.

재팬레일패스로 호쿠리쿠신칸센을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ㅤㅤ※그란클래스는 이용하시지 못합니다.
ㅤㅤhttp://www.japanrailpass.net/

충실한 차량설비
ㅤㅤ－일반좌석이라도 넓고 편한 설계
ㅤㅤ－전좌석에 전원콘센트 설치
ㅤㅤ－화장실에는 온수세정기능 부착 변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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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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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30분

1시간

시라카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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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 여행박람회에서 호쿠리쿠신칸센을 PR합니다!
살짝 들러 주세요.

독일여행박람회（ITB Berlin 2015）
3/4˜8
The Messe Berlin Exhibition Ground
태국국제여행박람회（TITF）
2/25˜3/1 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 Bankok
싱가포르국제여행페어（Travel Revolution2015）
3/27˜29 Marina Bay Sands level B2 Exhibition Halls D, E and F
말레이시아여행박람회（MATTA Fair KL）
3/13˜15 Putra World Trade Centre (PWTC)

호쿠리쿠신칸센에도 사용할 수 있는 할인표
와쿠라온천

1 간사이・호쿠리쿠지역패스

조에쓰묘코

호쿠리쿠지역패스 2

간사이공항에서 간사이・호쿠리쿠지역 자유승차권인 패스
(호쿠리쿠신칸센이용구간 : 가나자와~조에쓰묘코 구간)
※호쿠리쿠신칸센’가가야키’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2 호쿠리쿠지역패스
호쿠리쿠지역(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이 자유승차! (호쿠리쿠신칸센이용구간 : 가나자와~구로베우나즈키 구간)
※호쿠리쿠신칸센’가가야키’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구로베우나즈키온천

가나자와
고마쓰공항

도야마

나가노

시라카와고
다카야마

후쿠이
3

간사이・
호쿠리쿠지역패스 1
교토

▲

고베
오카야마

오사카
간사이 공항 ▼나라, 와카야마

다카야마・
호쿠리쿠 관광객패스

4 쇼류도(昇龍道)버스표

나고야
중부국제공항

그 외에도 편리한 할인표가 듬뿍!
도쿄

3 다카야마・호쿠리쿠 관광객패스ㅤ나고야~가나자와~오사카 구간 JR 열차나 버스 자유승차.
4 쇼류도(昇龍道)버스표ㅤ가나자와~시라카와고~다카야마~나고야 구간 고속버스 자유승차.

모두가 성하마을・가나자와나, 세계유산・시라카와고, 다카야마 등, 일본굴지의 관광지를 주유할
수 있는 편리한 패스입니다.
가나자와~시라카와고 버스 증편. 1일 8왕복 운행!(2015년3월14일~)
가나자와로부터 ‘시라카와고’ ‘다카야마’까지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http://www.hokutetsu.co.jp/news/270314takayama.pdf

교쿠센인마루정원

‘빛의 정원’
3월7일
오픈!

1

교쿠센인마루정원은⋯
가나자와성내의 정원으로, 뛰어난 디자인의
돌담으로 이루어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적인 정원. 겐로쿠엔보다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다양한 조사나 문헌에
의거하여, 약380년 전의 조형미 넘치는
정원이 재현되었다.

교쿠센인마루정원
이시카와몬(문)
〈가나자와성공원〉

겐로쿠엔

▼

▼

휴일전날은 3색으로 변화하는 빛의 연출. ㅤㅤㅤ
ㅤ가나자와의 새로운 밤의 매력을 즐겨 주십시오.
ㅤ(금/토요일, 추일전날 일몰~밤9시)
휴게소 ‘교쿠센암’에는, 오리지널화과자와
ㅤ말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과 정원의 자원봉사자〉

문의처:가나자와성・겐로쿠엔ㅤ관리사무실(+81-76-234-3800)
교통:가나자와역에서 성하마을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
ㅤ겐로쿠엔시타(兼六園下)에서 하차
■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의 전문가이드입니다. 무엇이든 물어 주세요.
※현지접수만 받고, 예약접수는 받지 않습니다.(접수시간 9:30~15:30)

■

겐로쿠엔・가나자와성(가나자와시)

벚꽃

1

일본3명원인 ‘겐로쿠엔’과 성하마을 심볼인 ‘가나자와성공원’에서는
벚꽃이 그 자태를 뽐냅니다. 개화에 맞춰 야간에도 오픈합니다.
■ 개화시기: 4월상순~중순
■ 문의처: 가나자와성・겐로쿠엔관리사무실(+81-76-234-3800)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성하마을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ㅤ
ㅤ겐로쿠엔시타(兼六園下)에서 하차

노토사쿠라역(아나미즈마치)

2

열차로부터 보이는 벚꽃터널이 압권. 관광열차
‘노토사토야마사토우미호’나 래핑열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 개화시기: 4월중순~하순
■ 문의처: 노토철도주식회사(+81-768-52-4422)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전차로 1시간→
ㅤ와쿠라온천역에서 노토철도로 환승 후 약30분

다이쇼지 놀잇배(가가시)

3

유유히 흐르는 야카타부네(놀잇배)에서의 꽃구경은,
일본의 풍치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개화시기: 4월상순~중순
■ 문의처:KAGA다비마치네트(+81-761-72-6678)
■ 교통: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40분→ㅤ
ㅤ 다이쇼지역에서 도보로 15분

최신정보

관광열차 ‘노토사토야마사토우미호’1일 5편 운행! 5
나나오~아나미즈 구간 70분, 시간을 잊으시고 노토의 풍경을 만끽하시죠.
http://www.nototetsu.co.jp/satoyamasatoumisyousai.pdf

마징가Z열차도
운행중!

■ 문의처: 노토철도주식회사
+81-768-52-4422
http://www.nototetsu.co.jp/html/zikoku.html

가가야
35년간 연속 일본 1위

4

와쿠라온천의 가가야가 ‘프로가
선정하는 일본 호텔/여관100선’에서
35년간 연속 1위를 지켰습니다.
일본1위의 오모테나시/서비스를
체험해 보시지요.

관광안내소

면세점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인정한
외국인관광안내소가 현내에 9곳이
늘어 모두 19곳이 되었습니다.
오모테나시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인정마크를
발견하시면 들러 주십시오.

면세대상품목이 전품목으로 확대되었으며, 절차도
간단해졌습니다. 현내에도 면세점이 늘어났습니다.
■ 면세점일람 (JNTO)ㅤ
http://tax-freeshop.jnto.go.jp/eng/shop-list.php
(2월18일 현재 이시카와현내 64점포게재중)

2015년3월
가나자와역에서 외화환전서비스개시

■ 외국인관광안내소 일람 (JNTO)
http://www.jnto.go.jp/eng/
arrange/travel/guide/voffice.php

■ 문의처:
+81-767-62-4111
http://www.kagaya.co.jp/

3월7일 오픈하는 가나자와역 일본여행 가나자와지점내에
환전전문창구인 트래블엑스가 등장!
33종 화폐를 환전할 수 있습니다!

오픈정보

‘호텔마이스테이즈
가나자와’ 그랜드오픈!
(2014년11월23일)
가나자와역에서 도보로 5분.
전체룸 30㎡이상의 여유있는 공간.
■ 문의처: +81-76-290-5255
http://www.mystays.com/
1
location/kanazawa/

‘AB호텔가나자와’오픈
(2015년4월18일)

‘퍼블릭호텔신타테마치’오픈
(2015년1월28일)

‘가나자와토큐호텔’리뉴얼오픈 ‘사이노니와호텔’오픈
(2014년10월)
(2015년 3월 9일)

가나자와역에서 도보1분. 편리한
입지로 그랜드오픈!
■ 문의처: +81-76-221-1305
http://www.ab-hotel.jp/

겐로쿠엔까지 도보로 10분.
가나자와의 중심가에 새로운
게스트하우스가 등장.
■ 문의처: FAX +81-76-231-5335
MAIL info＠pb-hotel.com
http://pb-hotel.com/
1

가나자와의 전통문화를 느낄 수
있는 내장으로 리뉴얼오픈.
■ 문의처: +81-76-231-2411
http://www.tokyuhotelsjapan.com/
en/TH/TH_KANAZ/index.html

1

1

MAP

토픽
▼

가나자와성겐로쿠엔야간오픈
~신칸센개통특별기획~

1

■ 시기: 3월14일(토)~22일(일) 18:30~21:00

가나자와성프로젝션맵핑▼

사계의 풍치가 전해지는 정원,
가나자와다운 고품격 공간.
■ 문의처: ＋81-76-235-5111
http://www.sainoniwa-hotel.jp/

のと鉄道「のと里山里海号」

Ishikawa

(Hokuriku Japan)
石川県

1

■ 시기: 5월3일, 4일(17:30~21:00)
ㅤ 국내최대급 퀄리티와 스케일을 자부하는 빛의 쇼를 만끽해 주십시오.
■ 문의처: 신칸센 가나자와개통기념사업실행위원회/가나자와시
ㅤ(+81-76-220-2759)

1

Osaka
大阪

Tokyo
東京

5

※사진은 지난번의 이미지입니다.

Noto Satoyama Airport
のと里山空港
Anamizu
穴水駅
Wakuraonsen
和倉温泉駅
Noto Tetudou 2
のと鉄道
Nanao
七尾駅
4
♨
Noetsu Expressway
能越自動車道
JR
Nanao
Line
JR七尾線

Noto Satoyama Kaido (Free)
のと里山海道

▲세이하쿠사이축제(青柏祭)(나나오시)

오타비마쓰리축제(고마쓰시)

▼

일본최대의 대형가마(히키야마)가 거리를 누비며 행진합니다.
■ 시기: 5월3~5일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1시간→나나오역 하차
■ 문의처: 나나오시관광협회 +81-767-53-8424

호화로운 대형가마(히키야마)와 귀엽고 앙증스런 어린이 가부키가
볼만합니다.
■ 시기: 5월8~10일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20분→고마쓰역 하차

4

1
Komatsu Airport
小松空港
Daishoji
大聖寺駅

6

Kaga IC
加賀IC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3

♨

Kanazawa
金沢駅

Hokuriku
Expressway
北陸自動車道

6

Komatsu
小松駅

♨

♨
♨

Shirakawa-Go IC
白川郷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