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안내

JR 가가 온천역 캔버스 정류소 안내

가가 투어 버스

아비오 시티 가가(쇼핑 센터)영업시간 9:30~20:00
↑
Kanazawa

Mountain Route

기념품 코너

Open:8:30〜20:00

Sea Route
Starting point
Abio City
Kaga/Kaga
City Art
Museum

JR 가가 온천역에서 발착하는 가가 투어 버스가 주요 관광
명소를 가장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탑승객은
본인의 여행 계획에 따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 순환 코스, 바다 순환 코스, 고마쓰 공항선의 3
가지 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ATM

잡화점

Travels in the direction
of Yamashiro Hot Spring

Travels in the direction of
Daishoji and
Katayamazu Hot Spring

In front of
the JR Kaga
Onsen
Station

Komatsu Airport Line

대합실
휴식 공간
JR 승차권 자동 발매기

JR가가
온천역

1

대합실

흡연 구역

1

에이헤이지
당일치기 관광 버스 승차장
2

공사 중

남쪽 출구

개찰구

★

9min
13min

노토 공항

3
山中

1

山中

2

고마쓰 공항

안내소

도야마

4

도쿄

13min

5

야마나카 온천 기쿠노유ㆍ야마나카자

후쿠이

※

야마시로 온천 소유ㆍ고소유

6

가가시

야마시로 온천 동쪽 출구

1min

6a

↓교토ㆍ오사카ㆍ나고야

구타니야키 가마터 전시관

11min

7

캔버스 이용 시의 주의사항

8

ㆍ 요금은 대인 1 일권 1,000 엔, 2 일권 1,200 엔, 소인(초등학생) 1 일권 500 엔, 2 일권
600 엔 입니다. 몇 번이라도 타고 내리셔도 됩니다.
ㆍ 승차요금에는 각 시설의 입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ㆍ 한 방향으로만 운행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운행하지 않사오니 이 점 유의하십시오.
ㆍ 승차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만차일 경우에는 승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ㆍ1장의 승차권으로 3개의 코스를 모두 승차할 수 있습니다.
ㆍ1회 승차권은 판매하지 않습니다(고마쓰 공항선 제외).
ㆍ2일권은 연속되는 3일간 중 2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승차권은 버스 안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ㆍ소지한 1일권을 2일권으로 교환할 경우, 추가 요금이 듭니다(대인 500엔, 소인 200엔).

유노쿠니노모리

4min

9

일본 자동차 박물관

5min

11
13min

가가 유메노유ㆍ하코미야

24

나카야 우키치로 눈의 과학관

2min

25

가타야마즈 온천 서쪽 출구

15

배와 규야와 조류테이ㆍ가가 시민 병원

1min

16

쓰키우사기노사토

16a

요시자키고보 렌뇨쇼닌 기념관ㆍ에치젠가가겐쿄노칸

16b

다케노우라칸

17

가모이케 관찰관

18

가가 프루트 랜드

20

기타마에 선주 저택 조로쿠엔

21

기타마에부네노사토 자료관

1,000yen

22

하시타테 어항

1,200yen

23

아마고젠 곶

24

나카야 우키치로 눈의 과학관

25

가타야마즈 온천 서쪽 출구

26

가타야마즈 온천 유노모토 공원

26

가타야마즈 온천 유노모토 공원

26a 가타야마즈 온천 소유
2min

27
10min

1

가타야마즈 온천 1구
JR가가 온천역 앞/
아비오 시티 가가/가가시 미술관

8min

15min

4min

7min

6min

1min

6min

1 고마쓰 공항

야마노시타 사원 지역ㆍ이시카와현 구타니야키 미술관

2min

나타데라

小松

14

4min

반쇼엔 도오리ㆍ로산진 임시 거처 이로하 초가집

고마쓰 공항선（31min）

1min

4min

1min

Wi-Fi 스팟 시설

다이쇼지역 출구ㆍ가가 시청

8min

1min

가나자와

구타니 만게쓰(도예 체험ㆍ인간 국보전)

4min

야마나카 우루시자ㆍ야마나카 칠기 전통산업회관

Komatsu Airport Line
15min

1min

야마시로 온천 기쿄가오카

12min

7min

2min

1min

CANBUS Fares
캔버스 이용권 요금

대인
( 1일권 )
( 2일권 )

소인

500yen
( 1일권 )

600yen
( 2일권 )

1min

26a 가타야마즈 온천 소유

2min

27

가타야마즈 온천 1구

28

다이니치 자카리 하시모토 양조장(양조장 자료관)

29

이부리하시(사보 미쇼

고마쓰 공항선
편도 1일 승차권 500엔

7min

18.3.③

문의처 : MACHIZUKURI 가가 주식회사 (일본어만 가능)

13

구타니 비토엔

2min 5min

호쿠리쿠 신칸센

JR가가 온천역 앞/아비오 시티 가가

8min

8min

호텔 셔틀버스
승차장

→

수하물 보관 9:30~19:00
1개 100엔(큰 수하물 가능)

13a

오카시조 가가한/가가한 분카무라

1min

가가 온천역

푸드 코트

1

JR가가 온천역 앞/아비오 시티 가가

8min

2

ATM
기념품 매장
세븐 일레븐

물품 보관함
화장실

12

캔버스 사무실 & 승차장

일반 노선 버스 승차장

100엔 숍(2층)

바다 순환 코스（56min〜98min）

9min

서쪽 출구

★ CANBUS티켓 매장

Sea Route

산 순환 코스（62min〜85min）

안내소

JR 승차권 매표소

승차장에 화장실 없음

Fukui
↓

Mountain Route

캔버스 정류소

TEL.0761-72-7777

2min

10min

Komatsu
Airport

※스마트폰용 시각표로
이동합니다.
한국어

Sea
Route

1

JR加賀温泉駅前アビオシティ加賀

加賀百撰街

13a 九谷満月（陶芸体験・人間国宝展） 14 山ノ下寺院群
Ticket

Ticket

9:30~20:00

TEL.0120-47-2121

8:00~17:00

Mountain
Route

石川県九谷焼美術館

Jisshoin TEL.0761-72-1104
Zenshoji TEL.0761-72-1164

Ticket

TEL.0761-72-7466

9:00~16:30

바다 순환 코스

●구타니 만게쓰(도예 체험ㆍ인간 국보전)
이시카와현의 특산품인 구타니야키
전 시 물 수 가 풍 부 한 호쿠 리 쿠
최대의 전문점입니다. 인간 국보전
개최 중. 또한 체험 코너에 서는
‘녹로’ 및 ‘도자기 페인팅’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 나 밖 에 없는
나 만의 그릇 을 만 들 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휴관일: 무휴(12월 27일~31일은
오후는 휴업)
입관료: 무료

16a 吉崎御坊蓮如上人記念館

16 月うさぎの里
TEL.0761-73-8116

17 鴨池観察館

9:00~17:00

●쓰키우사기노사토
가가의 ‘달토끼 전설’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약 50마리의 토끼와 만날
수 있 습 니 다.관 내 에 는 식당과
특산물 가게가 있습니다.
휴관일: 무휴
입관료: 무료

18 加賀フルーツランド
9:00~17:00

TEL.0761-72-1800

9:00~17:00

越前加賀県境の館

●이시카와현 구타니야키 미술관
구타니야키 전문 미술관. 작품 뿐
만 아니라 미술관과 정원이 융합된
건축 디자인도 볼거리중의 하나.
카페에서는 엄선한 차와 화과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휴관일: 월요일(공휴일 제외)
입관료: 대인 500엔, 고교생 이하
무료

16b 竹の浦館

4 魯山人寓居跡いろは草庵

9:00~17:00

●요시자키고보 렌뇨쇼닌 기념관
호쿠리쿠의 위인인 렌뇨쇼닌에 얽힌
전설과 종교 문화재를 소개하 는
박물관. 병설된 카페ㆍ기념품 코너,
호오카쿠(입관 무료)는 기타가타
호수에 뜬 가시마 섬의 숲을 조망할
수 있는 절경. 체험 강좌로 염주
만들기도 호평리에 접수 중.
휴관일: 목요일ㆍ12월 28일~1월 2일
입관료: 렌뇨관(박물관) 개인 대인
500엔, 단체 대인(20명 이상) 400
엔

20 北前船主屋敷蔵六園

TEL.0776-75-1705

9:00~17:00

●에치젠가가겐쿄노칸
이시카와현과 후쿠이현의 경계에
세워진 독특한 시설. 4월 개관.
관내에서는 에치젠 가가의 역사 및
관광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두 현
사 이의 경계를 넘나 들며 기념
촬영도 추천.
휴 관 일: 화 요일(공 휴일 제 외 ),
연말연시 예정
입관료: 무료

21 北前船の里資料館

TEL.0761-73-8812

9:00~17:00

●다케노우라칸
목조 양식의 옛 초등학교를 이용한
문화 교류 시설입니다. 메밀 국수
만 들기ㆍ두 부 만 들기 체험 등 이
가능합니다(예약제).
직접 만든 두유나 된장을 사용한
식당 메뉴도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휴관일: 수요일(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날) 12월 29일~1월 3일
입관료: 무료

22 橋立漁港

TEL.0761-77-7111

8:15~17:00

●로산진 임시 거처 이로하 초가집
일본에서 유명한 미식가이자
도예가인 기타오지 로산진이 1915
년에 생활한 집입니다. 아름다운
일본의 정원을 바라보면서
느긋하게 시간 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휴관일: 수요일(공휴일은 개관)
입관료: 대인 500엔

●가가 프루트 랜드
1년 내내 과일 따기 체험을 할 수
있고 바베큐나 파크 골프도 즐길 수
있습니다.
휴 관일: 무 휴(12~2월은 화요일
휴무)
입관료: 무료

6:00~22:00

Ticket
●하즈치오 가쿠도
찻집이나 기념품 가게가 있으며,
정보도 얻을 수 있음.
휴관일: 수요일(공휴일 제외),

TEL.0761-75-2003

9:00~17:00

TEL.0761-75-1250

9:00~16:30

●기타마에 선주의 저택 조로쿠엔
에도 시대에 축조된 기타마 에
선주의 저택과 일본 정원을
공 개 하 고 있 습 니 다 . 산과 들 에
즐 비한 풀 을 바 라보면 서 차 를
즐기는 다실도 있습니다.
휴관일: 무휴
입관료: 대인 400엔

●기타마에부네노사토 자료관
「 기 타 마 에 부 네 ( 北 前 船 ) 」는
에 도 말 기～ 메 이 지 시 대 에 (19
세기-20세기) 활약한 무역선. 당시
영화를 누렸던 선주의 집을
자료관으 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료관 주 위는 보 호 지구로서
거리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휴관일: 무휴 입관료: 대인 310
엔

24 中谷宇吉郎雪の科学館
Ticket

Ticket

TEL.0761-75-3323

26 片山津温泉湯の元公園
（浮御堂）

26a 片山津温泉総湯

9:00~16:30

TEL.0761-74-0550

6:00~22:00

●하시타테 어항
미나미 가가를 대표하는 어항으로
주변에는 요리집ㆍ해산물 가게가
즐비합니다.
기타마에부네노사토 자료관에서
하시타테 어항까지 도보로 약 10
분. 하시타테 어항에서 아마고젠
곶까지 도보로 약 10분

18

Hokuriku
Expressway

아비오 시티 가가

가타야마즈 온천
소유
이부리하시
(사보 미쇼)

13a

12

야마시로 온천 기쿄가오카

山中

山中温泉

山中

Yamanaka Onsen

2

1

우산 대여

물품 보관함

체험

Ticket

●가타야마즈 온천 소유
호수와 맞닿은 공공 온천과 카페.
세 계의 저명한 건축가 다니구치
요시오가 설계. 호수를 바라볼 수
있는 욕실과 정원이 보이는 욕실
이렇게 2 종 류 가 있 고(일 본 의
온천은 남탕과 여탕을 번갈아가며
바 꿉 니다. ) 2층의 카 페에 서는
현지의 식재료를 활용한 식사와
디저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휴관일: 무휴(임시 휴관 있음)
입관료: 대인 440엔

승차권에 특전권 포함

장애인 보조차 대여

●다이니치 자카리 하시모토 양조장(양조장 자료관)
창업 이래 갈고 닦은 주조 기술을
살려 베테랑 노토 토지(술을 만드는
기술자)가 혼을 담아 빚어내는 그
절묘한 맛은 몸과 마음을 풀어 주는
맛있는 술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휴관일: 수요일(3월~10월), 연말
연시
입관료: 무료

2

3

11

쇼핑

9:00~15:30

●나타데라
나 라 ( 奈 良 ) 시 대（ 7 1 7 년 ）에
시작되어 16 4 0년에 부 흥. 윤회
전생의 성지로 알려진 이곳 은
주위의 자연과 융화된 경관을 일년
내내 즐 길 수 있습니다. 가 을
단풍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입장료: 대인 600엔

●가가 전통 공예촌 유노쿠니노모리

100년이상된 민가를 이축(移築)
해서 일본의 옛 정취를 재현. 50
종류 이상의 일본 전통공예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휴무일: 연중무휴(임시 휴업 있음)
입장료: 대인 540엔

11 加賀ゆめのゆ

TEL.0761-43-4343

Ticket

TEL.0761-74-0126

9:00~16:30

6:00~4:00

4

5

7

구타니야키 가마터 전시관
야마시로 온천 동쪽 출구
야마시로 온천 소유ㆍ
고소유

반쇼엔 도오리ㆍ
로산진 임시 거처 이로하 초가집

야마나카 온천 기쿠노유ㆍ야마나카자

●이부리하시(사보 미쇼)
가가 특 산 물 「 가가 보 차(棒 茶) 」
（찻잎의 줄기를 볶아서 만든 차）를
제조하는 곳. 주변에는 차를 끓이는
달콤한 향기가 감돕니다. 카페와
가게도 있습니다.
휴관일: 수요일(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휴관)
입관료: 무료

●일본 자동차 박물관
일본 최대 규모 . 5 0 0 대 이상의
차 를 전시하고 있 으며 저명한
고급차나 스포츠카 뿐 만 아니라
매우 희소한 외국차도 있습니다.
휴관일: 12/26~31
입관료: 대인(고교생 이상) 1,000
엔

●가가 유메노유
다양한 종류의 목욕탕이나 마사지
등의 휴양 시설과 본격 인도 요리나
일본과 서양의 음 식도 갖추고
있습니다.
휴관일: 무휴, 24시간 영업
천연 온천 입욕코스: 대인 620엔

9

8
유노쿠니노모리

Sea Route
다이쇼지ㆍ요시자키ㆍ하시타테ㆍ
가타야마즈 온천 방면
다이쇼지ㆍ요시자키 방면
하시타테ㆍ가타야마즈 온천 방면

Mountain Route
야마시로 온천ㆍ나타데라 방면
야마나카 온천 경유 야마시로 온천ㆍ
나타데라 방면
야마나카ㆍ야마시로 온천 경유ㆍ
가가 온천역 직통

Komatsu Airport Line
가타야마즈 온천 경유

Wi-Fi 스팟 시설

TEL.0761-65-3456

나타데라

6 6a

4 trips per day

10:00~18:00

29 28

Yamashiro Onsen

야마나카 우루시자ㆍ
야마나카 칠기 전통산업회관

29 動橋（茶房 実生）
TEL.0761-74-2425

가타야마즈 온천 1구

일본 자동차 박물관

※버스 정류장 주변에 관광 명소 없음 ❸、
❻、
⓭、 、

●가타야마즈 온천 유노모토 공원(우키미도)
시바야 마가 타 호반 에서 온 천
마을의 중심에 있으며, ‘용신 전설’
과 연관 된 우키미도 방면으 로
잔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8:30~16:45

1

24
25 가타야마즈 온천 서쪽 출구
26 가타야마즈 온천 유노모토 공원
片山津温泉
26a
Katayamazu Onsen
27

가가 유메노유ㆍ
하코미야

오카시조 가가한/
가가한 분카무라

Ticket

小松

다이니치 자카리 하시모토 양조장
(양조장 자료관)

다이쇼지역 출구ㆍ
가가 시청
구타니 만게쓰
(도예 체험ㆍ인간 국보전)

（酒蔵資料館）

TEL.0761-65-2111

Komatsu
Airport

13

야마노시타 사원 지역ㆍ
이시카와현 구타니야키 미술관

8 加賀伝統工芸村ゆのくにの森

나카야 우키치로 눈의 과학관

14

배와 규야와 조류테이ㆍ
가가 시민 병원

●야마나카 온천 기쿠노유ㆍ야마나카자
야마나카 온천의 공공온천「Soyu」
（
원천(源泉)100％）. 마츠오 바쇼(松
尾芭蕉)도 칭찬한 유명 온천. 해 질
무렵에는 현지의 목욕을 하러 오는
손님들로 활기찹니다. 야마나카자
(山中座)에 는 관 광 안내소 가
있습니다.
휴관일: 무휴 입욕비: 대인 440
엔

Ticket

Katayamazu I.C

17
출발 지점

KagaI.C

가 가 시 를 대 표하 는 전 통 공 예 품
「야마나카 칠기」전문점. 작품 전시
이 외에 일 상 적 으 로 쓸 수 있 는
야마나카 칠기를 구입 할 수
있습니다.
휴관일: 연말연시/입관료: 무료

9 日本自動車博物館

아마고젠 곶

15

28 大日盛 橋本酒造
TEL.0761-74-0602
9:00~16:30

●나카야 우키치로 눈의 과학관
눈 박사의 업적은 물론 실험도 함께
체험할 수 있으며, 눈이나 얼음의
신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휴관일: 수요일(공휴일 제외)
입관료: 대인 500엔, 고교생 이하
무료

9:00~16:30

●구타니야키 가마터 전시관
구타니야키로서는 현재 최고(最古)
의 노 보리가 마(산 비탈 에
계단모양으 로 만 든 도자기 굽 는
가마). 구타니야키의 판매 이외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체험이나
물레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휴 관 일 : 화 요 일ㆍ12 / 3 1ㆍ1 /1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개관
입관료: 대인 310엔

20 21 22 23 Amagozen S.A

JR가가 온천역 앞

쓰키우사기노사토

ㅤ
（야마나카 칠기 전통산업회관）

Ticket

TEL.0761-77-0020

기타마에 선주 저택 조로쿠엔
기타마에부네노사토 자료관
하시타테 어항

16b

●야마나카 우루시자

7 那谷寺

각 시설의 요금은 대인 요금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요금은 각 시설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구타니 비토엔

식당

TEL.0761-78-5523
Kikunoyu 6:45~22:30
Yamanakaza 8:30~22:00

9:00~17:30

9:30~18:00

山代温泉

카페

Ticket

TEL.0761-78-0305

Ticket

●야마시로 온천 소유ㆍ고소유
야마시로 온천의 공공 온천「Soyu」
（원천
(源泉)100％）。메이지시대의
(1868-1912 A.D.) 소유(総湯)를
복원한 고소유(古総湯)는 원천(源泉)을
한 번 쓰고 흘려 보냅니다.
휴관일: 매월 넷째 수요일 6:00~12:00
입욕비: 소유 대인 440엔, 대인 고소유 500엔

16

●아마고젠 곶
국가 지정 공원 에치젠 가가 해안에
있으며, 기복이 풍부한 해안과 우뚝
솟은 절벽이 특징입니다.

9:00~17:00

6a 九谷焼窯跡展示館

Soyu/Kosoyu
TEL.0761-76-0144
Hazuchio
TEL.0761-77-8270

Ticket

16a

23 尼御前岬

Ticket

TEL.0761-76-0227

・古総湯・
5 山代温泉総湯
はづちを楽堂

가가 프루트 랜드

Expressway
Service Area

2 山中温泉菊の湯・山中座

Ticket

●구타니 비토엔
가가시를 대표하는 공예품
「 구 타 니야 키 」를 모던하게 만 든
작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디자인부터 현대 작가의
멋스럽고 모던한 작품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휴관일: 수요일(공휴일은 개관)
입관료: 무료

9:00~16:30

요시자키고보 렌뇨쇼닌 기념관ㆍ
에치젠가가겐쿄노칸
다케노우라칸
가모이케 관찰관

●가모이케 관찰관
서일본 최대 규모의 물새 월동지.
국제적인 람사르조약 등재 습지.
관 내에 서는 버드워칭(산 야 를
다니며 자연속에서 새의 모양이나
울음소리를 즐기는 일)을 즐기거나
물새 생태에 대해 공 부할 수
있습니다.
휴관일: 무휴 입관료: 대인 310
엔

山中漆器伝統産業会館

●오카시조 가가한ㅤ가가한 분카무라
유 명한 전통 과자 인 가가 후 쿠 를
비롯하여 명과나 토속주를
풍부하게 갖추었으며, 그 밖에도
볼거리 많은 견학 이나 먹거리
시설도 즐길 수 있습니다.
휴관일: 12/30ㆍ31
입관료: 무료(일부 유료시설 있음),
체험(유료)

Ticket

TEL.0776-75-2200

Ticket

TEL.0761-72-2200

●야마노시타 사원 지역
짓쇼인(実性院)은 다이쇼지번(大聖
寺 藩) 역대의 번주(藩主)들 을
모 시 는 절 . 젠 쇼 지(全 昌寺)의
오백나한상(五百羅 漢像)은
에 도시대 (16 0 3년 - 18 6 8 년)
말기의 작품으로 불상 517점이 1
점도 빠지지 않고 안치 되어 일본
국내에서도 귀중한 존재.
입장료: 별도

Ticket

Ticket

●배와 규야와 조류테이
10만석의 조카마치(성 주변 마을)
에서 풍류를 즐길 수 있는
뱃놀이가 가능합니다. 또한 후카다
규야 산의 문화관에서는 테라스가
있는 카페에서 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휴 관일: 나 룻 배(화요일ㆍ동계),
후카다 규야 산의 문화관(화요일,
공휴일 제외) 요금: 나룻배(1,000
엔 ~ 예약 제), 후카 다 규 야 산의
문화관(대인 300엔)

山中

1 山中うるし座

11대 운행/1일(1바퀴 약 53~85분)
8: 50~17:10까지의 시간대에서
JR 가가 온천역을 출발

●가가 햐쿠센가이
가가의 명과, 일본해의 진미, 가가
전통 공예품 등을 갖추고 있으며,
기념품으 로 최적입니다. 가가의
특산품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휴관일: 비정기 휴무/입관료: 무료

Nagashibune
TEL.0761-72-6662
Choryutei
TEL.0761-72-0551
Mountain Culture
Museum
TEL.0761-72-3313

Ticket

TEL.0761-77-0100

山中

2 九谷美陶園

산 순환 코스

11대 운행/1일(1바퀴 약 56~98분)
8:45~17:10까지의 시간대에서
JR 가가 온천역을 출발

15 舟と久弥と長流亭

12 御菓子城加賀藩加賀藩文化村

Komatsu
Airport
Line

小松

1 小松空港

고마쓰 공항선

5왕복/1일(소요시간 약 76분)
8:45~16:40까지의 시간대에서
JR 가가 온천역을 출발

●고마쓰 공항
고마 쓰 공항은 정기 노선으 로는
국내 선 6 개 노선, 국제 선 3 개
노선이 취항하고 있으며, 그야말로
호쿠리쿠 하늘의 관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