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국제관광과 발행

7월3일(금) ・4일(토) 노토마치 우시쓰

1아바레축제

이시카와의 여름을 알리는 노토 
기리코축제를 보시러 떠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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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은 타오르는 횃불 주위를 불똥을 맞아가며 40개의 기리코가 난무하며, 둘쨋날은 신이 머무르고 
있다는 가마를 바다나 타오르는 불속에 던져넣어 형태를 모를 정도로 부수는 기이한 축제입니다.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호쿠리쿠철도 오쿠노토특급버스로 2시간, ‘노토마치관공서’ 하차

춤추는 불꽃 속에서 난무하는 기리코의 모습은 필견!

2잇사키봉등축제
8월1일(토) 나나오시 잇사키마치

하나의 봉등에 성인남성 약 100명이 짊어지는 
높이 10m를 넘는 봉등 6기가 좁은 거리거리를 
난무하는 모습은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전차이용, 
JR나나오선 ’와쿠라온천역’ 하차, 도보 약 10분

10m가 넘는 거대한 봉등이 박력만점!

3와지마대제
8월22일(토)~25일(화) 와지마시 아마마치・
가와이마치・후게시마치・와지마자키마치

4곳의 신사에서 매일 번갈아가며 이루어지는 와지마 최대의 축제입니다. 
불타오르며 넘어간 거대한 횃불 속으로 고헤(신전에 올리는 종이)를 주우러 
뛰어들어가는 젊은이들의 약동감 넘치는 모습이 최고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호쿠리쿠철도 오쿠노토특급버스로 약2시간, 
‘와지마역앞’ 하차

4곳의 신사에서 매일 번갈아가며 이루어지는 와지마 최대의 축제입니다. 
불타오르며 넘어간 거대한 횃불 속으로 고헤(신전에 올리는 종이)를 주우러 
뛰어들어가는 젊은이들의 약동감 넘치는 모습이 최고의 장면을 연출합니다.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호쿠리쿠철도 오쿠노토특급버스로 약2시간, 
‘와지마역앞’ 하차

노토 기리코축제 중 최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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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석의 스시 캠페인’에 참가하고 있는 현내 27개의 
스시가게에서는, 이시카와의 스시프로가 만든 최상의 스시세트가 
3,800엔 균일가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백만석의 스시 캠페인 참가점포　

가나자와시 23점포, 나나오시 2점포, 노노이치시 1점포, 고마쓰시 
1점포

■백만석의 스시 공식사이트　

http://ishikawa-sushi.com/ （일어）

이시카와의 여름,
최고의

Gourmet

먹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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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은 6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이며, 
농후하며 씹는 맛이 특징입니다. 
이시카와현 노토지방에서는 양식굴이 
토산품으로 유명하고, 나나오완 주변에 
가시면 굴을 드실 수 있는 가게가 줄지어 
있습니다.
노토산 굴 드시러 가시지요!

■ 노토산굴드시러 가는 길 지도 소개사이트

 http://n.rokuhoku.shoko.or.jp/notokaki/#inshoku-ten （일어）

계절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겐로쿠엔. 
올 여름도 무료개방을 실시합니다.

■일시:  8월14일（금）~16일（일）  7:00~18:00

※일시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간 중 가타야마즈온천에서 매일밤 불꽃을 
쏘아올립니다. 시바야마가타의 수면에 빛나는 
모습은 절경입니다.

■일시: 8월1일(토)~31일(월)   21:00~21:10

■가가시 가타야마즈온천 시바야마가타

땅속으로부터 울려퍼지는 영혼을 울리는 음색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일시: 7월24일~9월27일

※7월31일과 8월1일, 8월30일은 제외.

6월6일~7월20일, 10월2일~11월23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만 개최(일부 금요일). 20:30~20:50

■관람요금: 무료

■공연장소: 와지마 기리코회관

(문의처 TEL : 0768-22-7122)

5겐로쿠엔 
여름철 무료개장

가타야마즈온천 
납량불꽃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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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진조다이코(북춤) 
무료공연

루비와 같이 빨갛게 물든 보석 같은 포도이며, 큰 포도알은 골프공과 비슷한 크기로 
과즙이 풍부하여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최고 한 송이 55만엔(!)까지 오른 적도 
있습니다만, 보통은 한 송이 5,000엔 정도로 드실 수 있으며, 8월 상순부터 9
월하순까지가 최고의 맛으로 드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 구입가능장소 : 현내 백화점이나 오미초시장내 등 과일가게 

최상품 스시 100개 세트 3,100엔 
균일가격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쿠만고쿠(백만석)의 스시햐

최고 1알 2만엔!? 
이시카와산 고급 포도

비로망루

노토산 굴은 여름철이 제철!

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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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즈미문을 이미지한
24개의 문모양 기둥

최신정보

토픽스 이시카와현 전통공예의 매력을 듬뿍 담아 새로 선보인 호쿠리쿠신칸센 가나자와역을 소개합니다!

가나자와역 관광안내소를 
아주 편리하게 리뉴얼오픈!

‘이시카와현 가나자와 관광정보센터’가 광역관광정보 발신과 전통공예품 전시, 
당일숙박예약알선, 가나자와시내 주유버스 티켓구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아주 편리한 
관광안내소로 탈바꿈했습니다.
당일숙박 현내숙박시설로 여행가방 등 짐을 보내고, 가벼운 차림으로 관광을 즐기실 수 
있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을 관광하실 때는 꼭 이용해 보십시오!

[리뉴얼내용 상세정보]
http://www.pref.ishikawa.lg.jp/shutoken/info_center.html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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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리뉴얼오픈!
4월17일(금) 리뉴얼오픈한 통칭 ‘적색벽돌뮤지엄’은 풍부한 실물자료를 전시하고 있어, 

원시, 고대로부터 근현대까지 이시카와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 

■개관시간: 9:00~17:00（16:30까지 입관가능）

■휴관일: 6월1・2일, 7월16・17일, 8월24・25일, 9월11・12일,

11월9・10일, 12월29~1월3일, 2월4・5일, 3월14・15일
■관람료: 상설전 일반 300엔(20명 이상의 단체는 240엔), 고교생이하 무료

■교통: 호쿠리쿠철도 버스 현립미술관・세손각 하차 도보 약2분

■홈페이지URL: http://ishikawa-rekihaku.jp/index.php

칠기 전시판매 코너나 와지마칠의 각종 자료전시실 등, 와지마칠에 관한 볼거리가 풍부한 

시설입니다.

■영업시간: 8:00~17:00　■정기휴일: 연중무휴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오쿠노토특급버스로 약120분 ‘와지마칠회관’ 하차

■홈페이지URL: http://www.wajimanuri.or.jp/fkaikan.htm （일어）

본시설에는 30개 이상의 기리코가 전시되어 있고, LED에 의한 조명을 사용하여, 낮과 저녁, 

한밤중의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였고, 임장감 넘치는 축제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영업시간: 8:00~17:00　■정기휴일: 연중무휴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오쿠노토특급버스로 약120분, ‘와지마마린타운’ 하차

■입장료: 성인 620엔(440엔), 고교생 470엔(360엔), 초중생 360엔(310엔)

■홈페이지URL: http://wajima-kiriko.com/ （일어）

3▼와지마칠회관 리뉴얼오픈!

▼
와지마 기리코회관 이전 리뉴얼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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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센 홈의 기둥을 단장한
2만장 이상의 금박

11

벽을 장식한 화지와
가가유젠염색

22

대합실내의 벽에 30품목
236점의 전통공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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