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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산 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에 
새로운 트레킹코스 등장
하쿠산 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에 
새로운 트레킹코스 등장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와 기후현 시라카와를 연결하는33.3km의 드라이브코스인

 「하쿠산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에 새로운 트레킹코스를 정비했습니다. 왕복 약3.4km

의 코스는 등산초보자께서도 쉽게 트레킹할 수 있으며 전망을 생각해 능선길에 

정비했습니다. 산포이와다케(三方岩岳)산정에서는, 일본3명산인 하쿠산（白山）이나 

다테야마（立山）등, 360도의 파노라마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오사이 길시오사이 길
호수처럼 파도가 잔잔한 아나미즈만을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는 약２km

의 산책로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소리, 파도소리, 바닷바람 등, 

자연이 만들어내는BGM을 들으며 느긋이 산책할 수 있습니다. 석양에 

물드는 나나오만은 절경이지요.

가나자와역에서 이시카와현 주구톨게이트까지 차로 

1시간25분→주구톨게이트에서 도가노키다이（栂の

木台）주차장까지 차로 35분

아나미즈마치 가와시마

가나자와역에서 와쿠라온천역까지 

특급전차로 1시간→노토철도로 

환승하여 아나미즈역 하차→

도보10분

폐선부지를 이용한 데도리협곡을 

달리는 사이클링로드는 차도와 

분리되어 있으며, 데도리협곡이나  

폭포 등 경관을 보시며 느긋이 

자전거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또한, 9월에는 길가에 펼쳐지는 

메밀밭이 장관입니다.

http://hs-whiteroad.jp/en/

▶ 코스안내(Google map)   https://bit.ly/2Mxlea1 ▶ 코스안내(Google map)   https://bit.ly/2Rg52IT

白山市

장  소

절경 단풍을 즐기자!

나나오만 사이클링코스나나오만 사이클링코스
바다로 둘러싸인 노토반도는 아름다운 

해안선이 이어져, 경치를 만끽하며 

사이클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와쿠라온천역

노토철도 니시기시역

편도 약20km

와쿠라온천관광회관

(JR가나자와역에서 전차로 

1시간→JR와쿠라온천하차

→도보로 약20분)

오전9시부터 오후5시

고즈넉한 길을 따라 쉬엄쉬엄 산책

가을 추천 정보

가을을 즐기는가을을 즐기는

      
 액티비티      
 액티비티

교  통

스타트

사이클 
대여 장소

골

거리

대여시간

자전거 

대여장소

대여시간

스타트・골

반환점

거리

해안선을 상쾌히 사이클링!

쓰루기역

미치노에키 세나

왕복 약42km

하쿠산시관광연맹

(호쿠리쿠철도 노마치역(가나자와시)에서 전차로 

약30분→호쿠리쿠철도 쓰루기역 하차→도보2분)

오전9시부터 오후5시(접수는 오후4시까지)

데도리협곡로드데도리협곡로드

자연속을 상쾌하게 달린다!

4

3

교  통

이곳이 포함된 드라이브코스3P도 체크해 주세요.

>>>

메밀밭메밀밭

노토철도에서는 대여용 사이클을 전철에 

싣고 니시기시역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https://goo.gl/maps/5e4cGdHkvqg3ybCo7

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국제관광과 발행



http://www.pref.ishikawa.jp/siro-niwa/kanazawajou/e/night/index.html

● 히가시찻잡거리・가즈에마치
히가시찻집거리에서는 낮과 달리, 밤이 되면 처마에 걸린 

등에서 희미한 불빛이, 찻집에서는 샤미센이나 북소리가 

새어 나옵니다. 도보로 5분 거리에 아사노가와강변에 

있는 가즈에마치는 풍치있는 돌판으로 만든 도로와 

돌계단으로 만든 언덕 등 고즈넉한 찻집거리를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산책스팟입니다.  

교통:

가나자와역겐로쿠엔출입구에서 버스로 7분「하시바초」
하차→도보 5분

● 겐로쿠엔
겐로쿠엔에서는, 기간한정으로 야간개장을 하며, 공원의 수목들이 

조명을 받아 일대가 환상적분위기에 휩싸입니다. 

세계농업유산인 노토의 산과 

바다의 상징인 

시라요네센마이다를 

채색하는 LED라이트 약

25,000개의 장대한 

일루미네이션이벤트. 주위가 

어둑어둑해지면서 

계단식논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나타납니다.

● 논두렁빛축제

이시카와의 밤시간을 즐기는 꿀팁

● 도키메키 사쿠라카이로

 (꽃조개회랑)

http://senmaida.wajima-kankou.jp/en/http://senmaida.wajima-kankou.jp/en/

   야
간조명을 즐기자

   야
간조명을 즐기자

특집

밤바람을 즐긴다
밤바람을 즐긴다

시간:일몰부터 오후9시까지

기간: 2019년10월19일(토)~2020년3월15일(일)

 일몰로부터 4시간

장소: 와지마시 시라요네마치 하부 99-5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와지마특급버스로 2시간→와지마역전 

 하차→노선버스로 20분→시라요네센마이다 하차

 ※기간중 와지마역전에서 임시버스 운행예정

기간: 2019년9월13일(금)~17일(화)오후7:00~오후9:00

 11월2일(토)~24일(일)오후5:30~오후9:00

교통: 가나자와역겐로쿠엔입출구에서 버스로 약20분→

 히로사카 또는 겐로쿠엔시타 하차

기간: 2019년8월10일(토)~11월30일(토)

 일몰로부터 4시간

장소: 하쿠이군 시카마치 도기 료케마치 다-2-11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전차로 30분→

 하쿠이역 하차 후 버스로 55분 도기하차→

 도보 약10분

마스호가우라해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벤치 주위를 페트병안에

LED조명을 넣어 반디처럼 빛나게 

단장한 일루미네이션이벤트. 

마스호가우라해안에 밀려오는 

행복을 부른다는 

사쿠라가이(꽃조개)의 핑크색과 

우리지역의 바다색인 파랑색 빛이 

환상적인 색을 연출합니다. 

마스호가우라해안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벤치 주위를 페트병안에

LED조명을 넣어 반디처럼 빛나게 

단장한 일루미네이션이벤트. 

마스호가우라해안에 밀려오는 

행복을 부른다는 

사쿠라가이(꽃조개)의 핑크색과 

우리지역의 바다색인 파랑색 빛이 

환상적인 색을 연출합니다. 

● 가나자와성공원・

 교쿠센인마루정원

겐로쿠엔 옆 가나자와성공원, 

교쿠센인마루정원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경축일 전날에 야간개방을 합니다. 

교쿠센인마루정원에서는 가나자와성의 돌담을 

배경으로, 7분간의 일루미네이션이벤트를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겐로쿠엔 옆 가나자와성공원, 

교쿠센인마루정원에서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리고 경축일 전날에 야간개방을 합니다. 

교쿠센인마루정원에서는 가나자와성의 돌담을 

배경으로, 7분간의 일루미네이션이벤트를 

반복하여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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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쿠센인마루정원교쿠센인마루정원

히가시찻집거리히가시찻집거리 가즈에마치가즈에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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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aruichi-gp.co.jp/

가나자와나이트투어: 가나자와의 식문화에 접하며 이자카야 등 낮과 다른 

새로운 가나자와의 매력과 만나볼 수 있는 밤거리 산책 등

가나자와발착 노토・가가당일투어: 오랜 역사를 지닌 사원에서의 좌선체험, 

정진요리 중식, 네이처가이드와 함께 자연, 폭포를 만끽하는 하쿠산록 

단풍하이킹, 일본유수의 가가온천향에서의 온천가 산책 등

그 외에도 게이샤와 오자시키놀이, 

데마리스시 만들기, 사찰에서 명상, 

사이클링체험도 있으며 9월부터는 

예약을 하지 않고도 쉽게 참가할 수 있는 

일식요리체험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가나자와시의 「오미초시장」에서 가나자와의 식문화를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가나자와출신 요리연구가와 시장투어 후에 제철식재를 사용한  

일본요리를 같이 만들어 보시죠. 

https://www.in-kanazawa.com/

소요시간

요금

장소

정원/최소실시인원

예약・문의처

2.5시간

6,300엔(세금포함) 식재, 에프론, 조리기구 포함

오미초시장

10명/4명

주식회사 고하쿠

TEL: (+81) 80-5708-5610

E-mail: info@in-kanazawa.com

외국인 관광객들께서는 교통이 불편해 좀처럼 가지 못하는 관광지를 방문해 

숨은 이시카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투어, 가나자와의 영어가이드가 

동행합니다. 

최소실시인원

요금

예약・문의처

2명

7,000엔~　

주식회사 마루이치관광/ Green Tour

TEL: (+81)76-266-4401

E-mail: kikaku@maruichi-gp.co.jp

오미초시장투어＆요리체험오미초시장투어＆요리체험 가나자와발착 이시카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투어 “Green Tour”

가나자와발착 이시카와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투어 “Green Tour”

렌터카 
주유 캠페인

이시카와현내의 대상 점포에서 렌터카를 빌리는 외국인 

여행자께 미치노에키(휴게소)나 관광시설 등에서 특산품 

선물이나 입장료 등 할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연과 온천이 풍부한 가가나 노토방향 

드라이브를 강추합니다.

기간:2019년7월1일~2020년3월31일

쿠폰배부방법:렌터카를 빌릴 때 배부

문의처:이시카와현 국제관광과

 （k-kankou@pref.ishikawa.lg.jp）

https://ishikawa-roadtrips.jp/

1일째

2일째

가나자와출발

①시시쿠고원

②기바가타공원
　(기바가타를 바라보며 중식을)

③나타데라절
　(절경 단풍스팟)

④아마고젠곶・⑤하시타테어항
　(석양이 절경)

⑥야마나카온천(숙박)

가나자와출발

①시시쿠고원

②기바가타공원
　(기바가타를 바라보며 중식을)

③나타데라절
　(절경 단풍스팟)

④아마고젠곶・⑤하시타테어항
　(석양이 절경)

⑥야마나카온천(숙박)

⑥가쿠센게이산책
　(절경 단풍스팟)

⑦데도리협곡
　와타가타키폭포

⑧하쿠산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
　산포이와다케
　(절경 단풍스팟)

⑨시라카와고

가나자와도착

⑥가쿠센게이산책
　(절경 단풍스팟)

⑦데도리협곡
　와타가타키폭포

⑧하쿠산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
　산포이와다케
　(절경 단풍스팟)

⑨시라카와고

가나자와도착

착지형상품(우리지역에서
제공하는 상품) 속속등장

신선한
정보

5

가을에 어울리는 드라이브관광 8
아름다운 단풍을 비롯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 강추 

드라이브관광 코스를 소개합니다.

시라카와고시라카와고데도리협곡데도리협곡

하시다테어항하시다테어항

기바가타공원기바가타공원

시시쿠고원시시쿠고원

나타데라절나타데라절야마나카온천/가쿠센케이야마나카온천/가쿠센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