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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노토반도를 에코드라이브 해 보시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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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 드라이브코스(예)]

아름다운 노토반도를 에코드라이브 해 보시지 않겠어요？

2011년6월,「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된 노토의 산과 바다. 

드라이브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인가을, 자연이 주는 에너지를 만끽하며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도요타렌트리스이시카와에서는, 영어대응 가능한 내비게이션을 

장착한 자동차（프리우스PHV）를 5대 준비해 놓았습니다.

카내비게이션 영어대응OK

노토에21기 설치된 충전소

「G-Station」에서 충전한 후 

노토의 자연을 만끽. 충전 

무료!! 「G-Station」부근은 

Wi-Fi액세스포인트입니다.

권장 스포트 
충전스탠드

관광지 정보제공이나 길안내를 해 주는 

안드로이드용 앱. 렌트카용 모델코스 듬뿍！

일어, 영어, 중국어(간/번), 한국어 대응.

iPhone용 관광앱도 있습니다.

드라이브 때는
「Ishikawa Travel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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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숙박시설일람

http://www.hot-ishikawa.jp/rindou/

（일어, 영어, 중국어(간/번), 한국어）http://www.hakusan-rindo.jp/

파킹 후 계단을 내려 녹색의 

터널을 20분 정도 걸으면 

노파의 백발이 흐트러진 것 

같이 떨어지는 

에비가타키(폭포)가 보입니다. 

폭포를 바라보며 족탕에 발을 

담그거나 그 곳에서의 온천은 

최고. 에비가타키는「일본의 

폭포 100선」에도 선정된 

폭포입니다.

낙차 86ｍ의 대규모 

폭포이며 때로는 물보라가 

도로를 적십니다. 전망대 

앞에서 조망하면 폭포의 

물이 섞인 상쾌한 바람이 

몸과 마음을 적셔줍니다.

하쿠산슈퍼임도란,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와 기후현 시라카와를 잇는 길이33.3km의 포장된 
유료관광도로를 일컫습니다. 연간 통행자의 4할이 10월에 집중하는 단풍의 명소「하쿠산
슈퍼임도」. 산사면을 보아도 단풍이 아름답지만, 특별히 아름다운 단풍명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단풍시기：10월 상순~10월 하순
■교통：호쿠리쿠자동차도로 가나자와니시IC로부터60㎞·1시간 30분
고마쓰공항에서 40㎞·1시간
■요금：승용차 3,150엔, 마이크로버스 9,370엔, 대형버스 21,000엔（편도）
■문의처：하쿠산임도 이시카와현 관리사무소（TEL:076-256-7341）

가가(加賀)온천（아와즈(粟津), 가타야마즈(片山津), 야마시로(山代), 야마나카(山中)）, 
다쓰노구치(辰口)온천, 하쿠산온천지대, 가나자와온천지대의 협찬숙박시설에서 숙박하신 가족, 
그룹 여러분께 편도요금을 현금으로 돌려드립니다！！
■하쿠산슈퍼임도 이용 후 숙박：영수증 확인 후 현금환금
■숙박 후, 하쿠산슈퍼임도 이용：돌아오실 때 무료이용권 배부（사용기한 있음）

주구 톨게이트로부터 약 40분. 

하쿠산슈퍼임도의 가장 높은 
곳이며, 이시카와·기후 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산포이와산정(표고
1,736ｍ)까지 등산로가 

정비되어 있고 (등산 50분, 

하산 30분), 산정에서 보이는 

하쿠산, 북알프스의 전망을 
보고 있자면 쌓인 스트레스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쿠산슈퍼임도의
볼거리

하쿠산슈퍼임도 편도 무료 캠페인 연장！！

대게 해금！！ 맛의 계절 도래！！
겨울의 미각을 대표하는 즈와이가니(대게)는「미각의 왕」으로 불리며, 11월 6
일에 게잡이가 해금됩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숫게를「가노 게」, 암게를「고바코 

게」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고바코게」를 즐겨 들고 있으며, 

고급요리집뿐 아니라 저렴한 가격의 이자카야(선술집)나 회전초밥집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획기간　11월6일~3월20일（「고바코게」는 1월 10일까지）

http://www.c-nexco.co.jp/news/2786.html

고속도로패스「G-PASS」
NEXCO나카닛폰은 방일 외국인을 위한 상품「빠른여행　Central Nippon Expressway 
Pass 2012 in Autumn」（애칭：G-PASS）을 발매했습니다. 주부·호쿠리쿠 지역 고속도로를 

정액으로 마음껏 이용할 수 있습니다(ETC한정）. 외국인 여러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 가을은 렌트카를 이용해 호쿠리쿠, 주부 관광지를 둘러 보심은 어떨까요?

■이용기간：2012년8월10일（금）~11월14일（수）중 연속 최대 3·5·7일간

■대상자：외국 여권 소지자 또는 외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일본인

（단, 일본에서 이용 가능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대상차종：ETC무선통신에 의해 주행하는 각 렌트사의 자동차

■요금：3일간10,000엔, 5일간13,000엔, 7일간16,000엔
■신청처：도요타렌트리스 아이치 주부국제공항점 TEL:0569-38-0100

마쓰다렌트카 센토레아 주부국제공항점 TEL:0569-38-7055
※상기한 두 점포에서만 대여·반납 됩니다.（다른 점포에서의 대여·반납 불가）

http://shunran.info/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 있는 농가민박「슌란노사토」. 광대한자연 속에서 계절마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슌란노사토, BBC「월드챌린지2011」에서는 600건 응모 중 

12건의 파이널리스트에도 남아, 지금은 지구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곳입니다. 

올해는 봄부터 여름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300명의 학생들이 다녀가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수확한 식재료를 사용한 식탁, 일본 가정의 포근한 대접…. 

세계농업유산으로도 등록된 산과 바다, 훈훈함이 남아 있는 노토반도의 인정 넘친 

생활을 있는 그대로 체험, 학생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교통：노토공항으로부터 차로 약10분
■요금：9,450엔（１박２식 체험료포함）

■체험내용（가을）：버섯따기, 벼베기, 트리하우스 짓기 등

교육여행에서 뺄 수 없는 장소「슌란노사토」
해외에서 300명 방문！

MAP-11이시카와  스위츠엑스포 2012
가가햐쿠만고쿠(加賀百万石)시대부터 과자문화가 숨쉬는 이시카와에서 올 가을 
스위츠이벤트를 개최합니다！일본 전국에서 이름난 화/양과자점이 한 자리에 
집결하는 판매부스나 스테이지이벤트, 스위츠차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져집니다. 일본 3대 화과자 도시중 한 곳인 「이시카와(石川)」의 저력을 
충분히 감미해 주십시오!
■일시：2012년11월3일（토）·4일（일）
■장소： 이시카와현립음악당 교류홀, 이시카와현정기념 시이노키영빈관 외 
■문의처： 이시카와현관광추진과　TEL:076-225-1542 （일본어）

MAP-10

NEXCO나카닛폰

산포이와 주차장
（표고1,450m）

후쿠베노오타키
（표고900m）

오야다니노유 우바가타키
（표고770m）

주구톨게이트

이시카와← →기후

↓기념촬영 모습

↓호스트패밀리 여러분

↑↓다양한 체험메뉴

먹거리
정보

신사본포HP

http://www.
shinsahonpo.co.jp/
http://www.
shinsahonpo.co.jp/

하쿠산은 도치모치
(“도치”라고 하는

밤과에 속하는 열매로
만든 떡)가 맛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올 가을 이벤트 ＆ 귀가 정보솔깃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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