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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천길 ２추천길
중부공항in 고마쓰공항out

【4박5일】

중부공항in 고마쓰공항out

【3박4일】

다카야마→시라카와고(白川郷 )
→하쿠산슈퍼임도→가가온천군 숙박

유노쿠니노모리→나타데라(那谷寺 )
→겐로쿠엔→히가시찻집거리
→가나자와 숙박

오미초시장→나가마치무가집터
→지리하마 바닷길→와쿠라온천 숙박

와지마아침장→고마쓰공항

중부공항→나고야성→구조하치만
(郡上八幡 )→다카야마시내 숙박

중부공항→나고야성→다카야마(高山 )
→다카야마시내 숙박

알펜루트→도야마시내 숙박

나가마치무가집터→겐로쿠엔→
히가시찻집거리
→와쿠라(和倉 )온천 숙박

지리하마 바닷길→고마쓰공항

언제 찾아도
즐거운 코스

「승용도 
  ( 昇龍道 )」

톱뉴스

「승용도(昇龍道 )」라 함은, 

이시카와현(石川県 ) 노토반도(能登

半島)를 용의 머리로 해서, 아이치현

(愛知県 )중부공항으로 연결되는 

남북의 코스를 용의 모습에 비유하여 

지은 명칭입니다. 임진년(2012년)에 

드래곤볼을 이용한 행운의 투어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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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o5.nsk.ne.jp/~shiseki/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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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4월 14일부터 고마쓰공항에 
CANBUS 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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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쇼지 나룻배 HP（일어）

（일어）

MAP-1

MAP-2

겐로쿠엔·가나자와성공원
（가나자와시）

※시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본3명원의 하나인 겐로쿠엔에 인접한 가나자와성공원은 

이시카와현에서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벚꽃만발 시기:4월 상순（겐로쿠엔은 4월 중순～
하순에 걸쳐 벚꽃이 만발합니다. 왕벚뿐 아니라 꽃잎이 

300개나 되는 벚꽃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교통:JR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15분,「겐로쿠엔시타

(兼六園下 )」정류장에서 내려 도보로 1분

매년 5월 3·4·5일에 개최되는 구타니야키 축제(九谷焼祭).
행사장에는 특설전시장 50점포가 최고급품으로부터 평상시 
사용하는 그릇까지 2만점에 해당하는 그릇이 전시됩니다. 
나만의 찾종이 있을지도♪
■개최시기：2012년5월3일(목)～5일(토)　
8:30～20:30（5일은～18시까지）
■교통：JR가나자와역 동쪽출구에서 호쿠테쓰(北鉄)버스
노미시테라이청사앞행(能美市寺井庁舎前行き)으로 약 1시간 
10분, 종점에서 하차.

가가 순환버스인 CANBUS의 순환경로에「고마쓰공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고마쓰공항과 가가온천을 연결해 주는 버스입니다.

■이용가능일:2012년 4월 14일 이후 1일 2왕복（11시경·16시경）예정

■예정경로:JR가가온천역～가타야마즈온천～고마쓰공항

노토가 자랑하는 봄축제. 높이 12미터, 

무게 20톤, 바퀴 직경 2미터의 거대한 

마차가 마을을 누빕니다.

■개최시기：2012년5월3일(목)～5일(토)

■교통：JR가나자와역에서 나나오역까지 

기차로 약 50분

고마쓰시에는 우하시(莵橋)신사와 모토오리히요시

(本折日吉)신사가 있습니다. 두 신사의 봄축제를 

「오타비마쓰리」라고 부릅니다. 여덟 마을의 마차가 전시되며, 

두 개의 마차 위에서는「어린이 가부키(子供歌舞伎)」가 

상연됩니다. 매년 20만명 이상이 찾는 대형축제입니다.

■개최시기：2012년5월11일(금)～14일(월)　  

■교통：고마쓰공항에서 고마쓰역까지 버스로 15분　

노토카시마역(能登鹿島駅 )
（아나미즈마치(穴水町 )）
「벚꽃역」으로도 불리는 노토철도의 노토카시마역은, 

4월이 되면 벚꽃이 터널을 이룹니다.

■시기:4월 중순　■교통:노토철도 노토카시마역 하차

(JR가나자와역에서 약 2시간)

■문의처:아나미즈마치 관광교류추진실

(TEL.0768-52-3790)

MA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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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랑프리 수상！！
「사계를 이미지한 부채 모양 접시」

http://www.goldleaf-sakuda.jp/

가가야(加賀屋) 32년간 일본 넘버원！

（영어, 일어）

http://www.kagaya.co.jp/index.php
（영어, 중국어(번체·간체）, 한국어, 일어）

2012년 1월 13일, 일본 관광청 주최, 외국인이 뽑는 일본 선물 

콘테스트가 개최돼, 720품목의 응모 중, 금은박공예 사쿠타

(이시카와현)의 사계를 이미지한 부채 모양 접시가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제 37회「프로가 뽑은 일본 호텔·료칸 100선」에서 와쿠라온천의 

료칸인 「가가야(加賀屋)」가 32년간 연속 종합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찾고 싶은 동경의 료칸입니다. 가가야에서 최고의 

요리를 드시며 우리만의 시간을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MAP-7

MAP-4

다이쇼지 나룻배(大聖寺流し舟 )
（가가시(加賀市 )）

「구타니야키 찻종 축제」
～이시카와현 노미시(能美市 )～

「세하쿠사이(青柏祭 )」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국가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

「오타비축제(お旅まつり )」
～이시카와현 고마쓰시～

다이쇼지 10만석 성하마을을 흐르는 옛 다이쇼지강에서 

나룻배를 타 보시지 않겠습니까? 배에서 바라보는 벚꽃이 

가관입니다.（소요시간 약 30분. 날씨에 따라 운항.）

■시기:4월 상순～중순

■교통:JR다이쇼지역에서 도보로 20분
■문의처:다이쇼지 가와쿠다리노카이（TEL.0761-72-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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