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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hone용 관광안내 앱

← Android용 관광안내 앱

스마트폰과

함께 걷는

이시카와현 관광！

Download

now!!

3
Suzu Rode

Kaga IC

Noto Airport

Noto
Toll Way

Kanazawa
 Nishi IC

Kanazawa Morimoto IC
Kanazawa

Tokai-Hokuriku 
Expressway

Tokuda
Otsu
JCT

Chirihama IC

Anamizu IC
Kunogi IC

Komatsu Airport

Tsubata

Kaga Onsen
Shirakawa-Go IC

Nanao

JR Nanao Line

Hokuriku 
Expressway

JR Hokuriku Line

Osaka Tokyo

Ishikawa

Komatsu

http://www.pref.ishikawa.lg.jp/kouryu/index.html
http://www.hot-ishikawa.jp/
http://hot-ishikawa.jp/f-lang/app/index_en.html


스마트폰과

함께 걷는

이시카와현 관광！

「이시카와현 통역안내사 협회」창립

이시카와현은 스마트폰(Android) 대응 

다언어관광안내 앱인 「Ishikawa Travel Guide」

를 개발했습니다！ 추천코스 등 이시카와현의 

관광정보가 듬뿍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이시카와현은, iPhone용 관광안내앱도 준비했습니다.

iPhone사용자는 이쪽을 이용해 주십시오！

iPhone용 앱 다운로드

http://itunes.apple.com/jp/app/ishikawa-travel-guide/
id412377293?mt=8

＜Android용 관광안내 앱＞

[ Ishikawa Travel Guide ] http://hot-ishikawa.jp/f-lang/app/index_en.html

「Ishikawa Travel Guide」주된 기능

- 한국어, 영어, 중국어(간체/번체), 일어 대응

- 무료 다운로드

- 관광시설, 숙박시설 검색, 길안내

- 이시카와현의20종의 테마를 소개, 

   추천코스 게재

- 관광안내소나 코인락커 등 체재지원정보 게재

＜iPhone용 관광안내 앱＞

４월１일, 이시카와현내의 통역안내사들에 의한, “이시카와현 통역안내사 협회”가 창립되었습니다.　　

통역안내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대응언어：영어, 중국어, 태국어, 프랑스어   ※아래의 주소로 연락 주십시오.

세계최대의 여행 정보사이트「트립 어드바이저」에서「외국인 여행객에 의한 인기있는 일본의 
관광명소」 순위에서, 가나자와시에 있는 겐로쿠엔(兼六園)이 유럽에서는 1위, 전세계에서는 
6위를 차지하는 영광！
작년 4월부터 금년 3월에 걸쳐 1년간, 트립어드바이저가 실시한 “외국인 여행객에 의한 인기 있는 일본 관광 명소” 순위에서 겐로쿠엔이 

유럽에서는 1위, 세계 전체에서는 6위를 차지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HP] http://www.tripadvisor.jp/pages/HotSpotJapan_2012.html

[이시카와현 통역안내사 협회]　E-mail: kanazawa_guidelink@hotmail.co.jp

톱뉴스

http://itunes.apple.com/jp/app/ishikawa-travel-guide/id412377293?m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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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 기리코(등롱) 축제

스카이스포츠와 스노우보드로 이름나 있는 시시쿠고원(표고 650미터) 에서는 가나자와평야을 

일망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 코스인 챌린지코스와 인스트럭터와 함께 점프하는 탠덤코스 등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최시기：악천후 휴일, 챌린지코스와 탠덤코스는 화요일 휴일

■시간：9:30~17:00   ■요금：곤도라 왕복요금1000엔, 챌린지코스 2500엔

※예약필요, 탠덤플라이트 7000엔   ■교통：JR가나자와역(金沢駅) 하차／버스로 40분, 

호쿠리쿠철도 쓰루기역(鶴来駅)하차／차로 5분   ■문의처：076-272-0600(스카이시시쿠)

약 400년 전부터 노토에 전해지는 전통적 제염방법의 하나인 「아게하마식제염」

현재는 일본에서도 유일하게 노토(能登)가「아게하마식 제염」기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오쿠노토 염전촌에서는, 5~9월이 되면 야외의 제염시설에서 제염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의 추억거리로 최고! 

■시간：9:00~17:00   ■입관료：체험요금 500엔~(예약필요)

■휴관일：무휴   ■교통：와지마시내에서 차로 약 30분

■문의처：0768-87-2040（오쿠노토 염전촌(奥能登塩田村)）

http://www.ishikawazoo.jp/guide/map3/index.html
[이시카와 동물원HP]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동물원내 지도 다운로드 가능

동물원 내부에 조명을 밝혀 어둠 속에 비친 동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야행성 동물이 많기 때문에 낮에는 볼 수 없는 움직임 등을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개최시기：8월11일(토) 12(일) 18(토) 19(일) 25(토) 26(일), 9월15일(토) 16(일) 22(토) 23(일), 

10월6일(토) 7(일)   ■시간：9:00~17:00 (night zoo 개최시 21시까지 연장)

■입장료：810엔   ■교통：JR가나자와역(金沢駅)에서 버스로 약 60분「이시카와 동물원」하차   

■문의처：0761-51-8500（이시카와 동물원）

노토반도 근해에 생식하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약 500종 4만 점의 생물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돌고래쇼, 

강치쇼, 해달 식사시간, 펭귄 산책, 참돔이 펼치는 소리와 빛의 세계 등, 다수의 이벤트가 개최됩니다. 먹이 

주기 체험이나, 돌고래를 접할 수 있는 참가형 수족관입니다. 또한, 고래상어가 있는 수족관으로도 

유명합니다. 가족과 함께 찾기에 최고의 장소입니다！

■입장료：성인1800엔　어린이 500엔 (단체의 경우 할인됩니다.) (돌고래와의 스킨십 비치：성인2000엔 

어린이1000엔)   ■개관시간：9시~17시 (12/1~3/19은16시30분까지)   ■교통：가나자와에서 차로 약1

시간, 와쿠라온천에서 버스로 약30분   ■문의처：0767-84-1271（노토지마 수족관）

스카이시시쿠MAP-8 이시카와 동물원「night zoo」MAP-10

노토지마 수족관MAP-11
오쿠노토 염전촌 (奥能登塩田村)MAP-9

토픽

http://shofu.pref.ishikawa.jp/shofu/kiriko/index.html
[노토기리코마쓰리HP] ※홈페이지에서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7월초부터 9월 중순까지, 노토지방의 각지역에서 기리코(등롱)축제가 펼쳐집니다.

「기리코」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불을 모시고, 밤 깊은 시간까지거리 구석구석을 누빕니다.

일부의 마쓰리(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와쿠라온천
여름불꽃축제

가타야마즈온천 
납량 불꽃축제

MAP-5
(가가시)

MAP-4
(나나오시)

(가나자와시)

MAP-6 홋코쿠불꽃축제
가나자와대회

(가와기타마치)

MAP-7 가와기타
마쓰리

■ 8월9일 (목)

호쿠리쿠지방 최대인 3척불꽃탄(탄환직경 

90센티, 불꽃직경 550미터)이 밤하늘과 

해수면에 수놓는 항구의 불꽃축체.

■ 7월28일~8월26일 매일   기간 중, 밤이면 

밤마다 불꽃축제 회장인 시바야마가타

( 柴山潟 )의 수면에 비치는 불꽃이 볼거리.

■ 7월28일 (토)

사이가와( 犀川 )의 밤하늘에 12000발의 

불꽃이 수를 놓습니다.

■ 8월4일 (토)

현내 최대의 불꽃축제로 20000발을 쏘아 

올립니다. 피날레에는 2000발을 이어서 발사.

아바레
마쓰리

핫사쿠
마쓰리

다코지마
가을축제

■ 7월6일(금)~7일(토)

약 50개의 기리코가, 타오르는 거대한 횃불 주위를 

난무하는 용장한 축제. 

■ 8월28일(토)~29일(일)

기리코 축제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기리코를 

사용합니다. 100개 이상의 기리코를 사용합니다.

■ 9월10일(금)~11일(토)

전체를 옻칠로 단장하고 호화로운 조각이 새겨져 

노토지방의 기리코 중에서도 그 자태가 뛰어납니다.

MAP-1
(노토마치우시쓰)

MAP-2
(시카마치)

MAP-3
(스즈시 다코지마마치)

불꽃축제
밤하늘을 물들이는 “불꽃”. 

이시카와현에서는 

7월에서 9월에 걸쳐 각지에서 

불꽃축제가 펼쳐집니다.

픽업

http://www.okunoto-endenmura.jp/
[오쿠노토 염전촌HP] (일어 / 영어)

http://www.notoaqua.jp/[노토지마 수족관HP] (일어 /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