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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의 비치 특집
노토반도 끝자락의
투명한 바다

하치가사키 해수욕장 1
맑은 해수를 자랑하는 넓은
해수욕장입니다. 파란 바다, 하얀
모래사장, 푸른 송림이 멋지게 조화를
이룬 곳이지요. 근처에는 온천과 맛집이
있고요. 해수욕장에는 온수샤워나 사물함,
화장실 등이 완비된 휴게실도 있습니다.

주
교

소 스즈시 다코지마마치 하치가사키
통 JR가나자와역→스즈특급버스
2시간50분→「스즈나리관 앞」
하차→노선버스 기노우라선
「스즈나리관 앞」승차
「리프레시무라」하차, 도보 3분

Daishoji
大聖寺駅
Kaga IC
加賀IC

Komatsu
小松駅

Shirakawa-Go IC
白川郷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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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차에서 내리면
눈앞이 바다 2

지리하마해수욕장

주 소 하쿠이시 지리하마마치
교 통 JR가나자와역→
JR하쿠이역 하차,
도보 약20분

일본에서 유일하며 지구촌에서도
보기 드문 파도치는 모래사장을 자동차로
달릴 수 있는 지리하마나기사드라이브웨이.
여름철에는 해수욕장으로도 이용됩니다.

수영기간

수영기간

7월중순

7월중순

8월중순

8월하순

가나자와시내에서 약30분

JR역에서 도보 5분

우치나다해안

고마이코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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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도가 잔잔한 바다로, 가족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철에는 온수샤워나 매점이
있는 휴게시설이 등장합니다.
해질녘 수평선으로 지는 석양이
볼거리입니다.

가나자와시내에서 가장 가가운 비치로,
모래사장의 폭이 200미터로 광대한
해수욕장입니다. 근처에는 온천이나
대형쇼핑몰, 석양을 감상할 수 있는
휴게소(우치나다선셋파크)도 있습니다.
주 소 가호쿠군 우치나다마치 지
지도리다이 4-153 지사키
교 통 호쿠테쓰 가나자와역
(아사노가와선)→약17분→
우치나다역 하차, 도보 약15분

주 소 하쿠산시 미나토마치 이 1-3
교 통 JR가나자와역→28분
→JR고마이코역 하차,
도보 약5분

수영기간

수영기간

7월13일

7월20일

8월18일

8월18일

보
정
추
강
여름
추천이벤트
패밀리분들께 강추

해바라기마을

메타세쿼이아가로수

5

해바라기마을에서는 7월하순에서 8월상순에 걸쳐 2.3ha
의 넓이에 35만그루의 해바라기가 예쁘게 피어 장관을
이룹니다. 높이 2미터의 해바라기로 이루어진 미로는
남녀노소 모두 다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바라기
미로에는 전망대도 준비돼 있어 웅장하게 펼쳐진
해바라기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5

해바라기꽃밭에서 차로 5
분, 도보 10분, 농로
양쪽으로 2미터 간격으로
270미터의 길이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가
볼거리입니다. 여름철에도
가로수로 인한 그늘진
거리에 바람까지 더해
시원합니다.

주 소 가호쿠군 쓰바타마치 고토우395
요 금 무료
교 통 가나자와역에서 차로 30분

주소 가호쿠군
쓰바타마치 지 고토우 395

메타세쿼이아가로수

해바라기마을

동화속 풍경과 같은 만에서 바다의
생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메밀크관

쓰쿠모만 유람선 6
호수의 수면같이 파도가 잔잔한 쓰쿠모만에서, 시원한
해풍을 느끼시며 40분에 걸쳐 만을 주유하는
유람선입니다. 도중에 들르는 만내에 설치된 주위가 100
미터에 이르는 활어수조는 작은 수족관과 같습니다. 참돔,
돌돔, 전갱이, 문어 등 먹이주기쇼가 인기가 있고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먹이주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호리목장

유메밀크관

5

해바라기밭에서 차로 2분, 도보로 15분 거리에, 목장에서 막 짜낸 신선한
우유를 사용한 소프트크림을 드실 수 있는 호리목장「유메밀크관」이
있습니다. 인접한 광장에서는, 말이나 토끼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주

소 가호쿠군 우치나다마치 지 고세이 243

전 화 번 호 +81-76-255-1369
영 업 시 간 10:00~17:00
※7월, 8월 토일요일 경축일은 10:00~18:00

주

소 호우스군 노토초 지 옷사카 4-13

전 화 번 호 +81-768-74-0102
영 업 시 간 8:00~17:00 수시운행
요

금 어른1000엔, 어린이500엔

신착정보
특별한 모습의 전세버스

하나요메노렌 제2탄 탄생
「하나요메노렌」이란, 노토와 가가지역에서 시작된 신부의 행복을
기원하는 풍습의 하나로, 준비된 노렌 밑으로 거쳐가야만 하는
결혼의식 중 하나입니다. 이런 풍습을 모티브로 한 가가유젠 모양의
화려한 모습의 전세버스가 등장했습니다.
［편리를 위한 장비 ］
28인승 3열좌석, 쾌적한 승차감을 주는
크래들시트・풋레스트 장착, 각 좌석에는
100볼트용 콘센트와 프리와이파이 완비

승룡도 프리버스표
스즈・와지마까지 확대
외국인관광객을 위한 중부지방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고속버스 및
노선버스의 프리버스표와 공항연결이 세트로 된「승룡도 프리버스표」
를 4월1일부터 리뉴얼했습니다. 가나자와에서 아나미즈, 와지마,
스즈까지 추가로 연결돼, 일본의 옛모습이 남아 있는 노토반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meitetsu.co.jp/eng/ticket-info/shoryudo.html
승룡도란
https://shoryudo.go-centraljapan.jp/en/about/index.html

이시카와 드라이브맵 완성

문의신청
서일본제이알버스주식회사
버스여행과 전화번호 +81-6-4256-5115
가나자와영업소 전화번호 +81-76-225-8004
Email: charter_info@nishinihonjrbus.co.jp

가쿠센케이

고오로기바시 공사,
아야토리하시 야간조명연출 7

야마나카온천의 가쿠센케이에 있는 다리인 고오로기바시는, 노후화로
인해 현재 공사중입니다. 10일 중순경에 완공예정으로
공사기간중에도 가쿠센케이 산책로는 다니실 수 있습니다.

렌터카를 사용하면, 버스나
열차로는 교통이 불편한 스팟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요. 금번
드라이브관광으로 가능한
관광지와 모델코스를 소개한
이시카와드라이브맵이
완성되었습니다. 드라이브맵을
활용하여, 자연이 풍부한 노토나
가가여행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사이트에서도 정보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이시카와현 국제관광과
전화번호 +81-76-225-1124
Email: k-kankou@pref.ishikawa.lg.jp
http://ishikawa-roadtrips.jp/index.html

가나자와시 숙박세 도입 8
가나자와시는 2019년4월1일부로 가나자와의 역사, 전통, 문화 등 고유의
매력을 정비함과 동시에, 시민의 생활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도모하는 일환으로 숙박세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요금 지불할 때에
숙박시설 등에 납부가 필요합니다.
●1인1박 숙박요금
2만엔미만...200엔, 2만엔이상...500엔
https://www4.city.kanazawa.lg.jp/data/open/cnt/3/25603/1/chirashi_2019.4.pdf

또한, 가쿠센케이의 철교인 아야토리하시의 야간조명연출을
시작했습니다. 온천에 묵으시며 저녁시간에는 온천마을을 산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간 일몰후~오후10시45분
장소 가가시 야마나카온천 아야토리하시 사쿠라공원내
문의처 (일반사단법인)야마나카온천관광협회 전화번호:+81-761-78-0330
Email: otazune@yamanaka-spa.or.jp

렌터카를 사용하는
외국인여행자에게는
숙박비용의 일부를 조성 9
노토반도의 끝자락인 스즈시에서는 렌터카로 스즈시를 방문하여 시내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여행자에게 숙박비용 1박 3천엔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스도마리(잠만 자는 숙박)는 제외
https://www.city.suzu.lg.jp/kankounavi/josei/rental_car.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