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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 단풍소식

하쿠산 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

총길이 33.3km를 달리다 보면 단풍경치가 절정을 이루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단풍뿐 아니라, “일본의 폭포 100경”에 

뽑힌 우바가타키폭포를 비롯하여, 산재해 있는 폭포들의 

모습도 볼거리입니다.

16곳의 사찰로 구성된 사원군. 그 중 하나인 

혼교지(本行寺)는 「단풍절」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수령 700년인 모밀잣밤나무를 

비롯하여 단풍으로 물든 사계절의 초목을 

바라보며 즐기는 산책은 최고입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1,300년의 역사를 

지닌 사찰입니다. 광대한 경내에는 

기암이나 연못, 단풍이 조화를 이뤄 

그 경치가 절정을 이룹니다.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이시카와현의 심볼입니다. 단풍시기가 

되면 단풍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계곡을 따라 나 있는 길을 산책하다 보면, 

사방으로 보이는 단풍이 각별합니다.

http://hs-whiteroad.jp/

http://www.yamanaka-spa.or.jp/
(야마나카온천 관광협회) http://www.pref.ishikawa.jp/

siro-niwa/kenrokuen/index.html
http://www.natadera.com/ http://www.hot-ishikawa.jp/

sys/data?page-id=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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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역발착 하쿠산시라카와고 화이트로드경유 

시라카와고・다카야마행 옵셔널투어는 이쪽으로 

주식회사 화이트링
http://whitering.co.jp/home_jp.html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25분→JR가가온천역에서 

하차→가가주유버스 산쪽캔버스로 24분→

야마나카온천 기쿠노유・야마나카좌에서 하차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조카마치 가나자와 

주유버스로 20분→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25분→JR

가가온천역에서 하차→가가주유버스 

산쪽 캔버스로 30분→나타데라에서 하차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1시간→

JR나나오역에서 하차→도보로 15분

교통

가을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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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Hokur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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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北陸本線

Nanao
七尾駅

Noetsu 
Expressway
能越自動車道

Hakusan
Shirakawago
White Road
白山白川郷
ホワイトロ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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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와지마의 센마이다의 환상적인 일루미네이션. 
21,000개의 솔라LED로, 2012년에 기네스북에 

등록되었습니다. LED의 빛은 30분마다 핑크와 황금색이 

바뀌며 아름다운 빛을 발합니다.

일시:11월 15일(일) 10시~13시

장소:가가시 야마시로온천 하즈치오악당

첫물 대게축제

와지마(輪島)・시라요네센마이다(白米千枚田)「빛 발하는 논두렁」
10월 10일(토)~내년 3월 13일(일) ※예정

가나자와역에서 호쿠테쓰 

오쿠노토특급버스 와지마특급선으로 

2시간→와지마역앞 하차→

임시버스로 20분→센마이다 하차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25분→JR가가온천역 하차→가가주유버스 

산쪽캔버스로 45분→야마시로온천 소유（総湯）(대중목욕탕)에서 하차

교통

http://tabimati.net/event/detail.php?p=491

작년의 사진은 여기를▼

http://www.ikwajimagyokyo.jf-net.ne.jp/news/2014/1001.html

이벤트
＆

최신정보

http://wajimanavi.lg.jp/www/event/detail.jsp?id=1480

야간개장기간중 입장은 무료입니다.　

그 중에서도11월 기간중에는, 조명받은 

「유키즈리」와 「단풍」의 모습이 환정적입니다.

일시: 9월 18일(금)~ 20일(일) 18:30~21:00

 10월 2일(금)~ 4일(일) 18:30~21:00

 11월 20일(금)~29일(일) 17:30~21:00

야간개장기간중 입장은 무료입니다.　

그 중에서도11월 기간중에는, 조명받은 

「유키즈리」와 「단풍」의 모습이 환정적입니다.

일시: 9월 18일(금)~ 20일(일) 18:30~21:00

 10월 2일(금)~ 4일(일) 18:30~21:00

 11월 20일(금)~29일(일) 17:30~21:00

가나자와성・겐로쿠엔 라이트업
~가을편~
가나자와성・겐로쿠엔 라이트업 
~가을편~ 3

JR서일본 호화순란한 관광열차인「하나요메노렌」이 10월 3

일부터 운행을 개시합니다! 가나자와-와쿠라온천간을 일반 

특급열차보다 20분 정도 서행을 하여 약 80분에 걸쳐 운행을 

합니다. 차창너머로 보이는 노토의 경치, 차내 서비스를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이시카와를 관광하실 때는 꼭 승차해 보십시오.

관광열차 
「하나요메노렌호」 운행개시
관광열차 
「하나요메노렌호」 운행개시

11월 6일(금)부터 드디어 이시카와현내에서 대게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산의 즈와이가니게「가노가니게」는 겨울철 

미각의 최고봉이라 불릴 정도이며, 11월~2월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대게잡이 해금에 맞추어, 이시카와현내에서는 

맛나는 대게를 맛보실 수 있는 이벤트를 각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게잡이 해금!

6
일시:11월 15일(일)  9시~14시

장소:와지마시 마린타운 특설장소

와지마 대게축제 2015

가나자와역에서 호쿠테쓰 오쿠노토특급버스 

와지마특급선으로 2시간→마린타운에서 하차

교통

「하나요메노렌」과 함께, 오쿠노토

(奥能登)를 관광하실 때는 
정기관광버스를 추천합니다!

「노토반도 정기관광버스-노토코이지호」

■기간
　10월 3일~내년 3월 27일까지의 토・일・경축일

■요금
 대인 5,500엔, 소인3,300엔

 (중식도시락, 와지마키리코회관 입관료포함)
　※승차전날 12:00까지 예약필요

■문의처
 호쿠리쿠철도 예약센터(9:00~18:00)

 TEL 076-234-0123

11:55와쿠라온천역출발

미쓰케지마

시라요네센마이다

와지마키리코회관

17:20 와쿠라온천역도착

▶
▶

▶
▶

■코스

대게잡이가 해금된 후에만 

드실 수 있는 가나자와오뎅이 

자부하는 최고의 인기메뉴. 

고바코가니게(암게)의 작은 

갑각에, 게살이나 내장을 

듬뿍 채워 찐 후, 오뎅국물로 

조린 요리.

대게 해금 후 한정 추천메뉴!

Kanimen

■운행일
 토・일・경축일(12월말까지 월・화・금요일도 운행)
■발차시각
 가나자와역발 10:15, 14:15

 와쿠라온천발 12:07, 16:30

■좌석수
 52석(전석 지정석)

■요금
 2,750엔(가나자와-와쿠라온천)

■승차권구입장소
 JR 미도리창구, 일본국내주요여행사 등

提供：おでん よし坊



다카야마호쿠리쿠지역 투어리스트버스가  7월부터 리뉴얼했습니다! 새로이 

「간사이（関西）공항~오사카」의 JR재래선이나 「가나자와（金沢）~도야마（富山）」의 
호쿠리쿠신칸센, 「신타카오카（新高岡）~고카야마（五箇山）~시라카와고（白川郷）」를 
잇는 고속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속 5일간이라면, 제한없이 승차하실 

수 있습니다. 꼭 투어리스트버스를 활용하시어 이시카와현을 찾아 주십시오!

가나자와-시라카와-다카야마-나고야를 잇는 고속버스를 자유이용하실 수 있는 「쇼류도

(昇龍道)고속버스티켓」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새로이 도야마현 고카야마 갓쇼즈쿠리나 

나가노현 마쓰모토시행 버스도 승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자와나 세계유산인 시라카와고 

등을 자유로운 플랜으로 주유할 수 있는 편리한 티켓, 꼭 사용해 보십시오.

판매대상국・지역: 한국, 중국, 대만,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그 외
①3일이용권…7,000엔    ②5일와이드권…14,000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http://www.meitetsu.co.jp/eng/ticket-info/shoryudo.html

겐로쿠엔의 수목을 
겨울의 눈의 피해로부터 
지키기 위해, 겐로쿠엔의 
유키즈리 작업이 11월 1
일부터 실시됩니다. 가지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역어 가는 유키즈리작업. 
이시카와의 겨울의 
풍물시를 꼭 지켜봐 
주십시오.

이시카와현을 찾는 관광객여러분도 

자주 참고로 하고 있는 여행가이드북 

「미쉐린 그린가이드 재팬」에 

이시카와현내의 「나타데라(那谷寺)

※p1참조」가 원스타명소로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이로써 

이시카와현내의 게재된 장소는 모두 

39곳이 되었습니다.

노토여행의 현관인 JR

나나오역에 관광안내소가 

오픈했습니다. 외국인 

여행자들께도 타블릿단말기를 

이용하여 관광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토를 여행하실 

때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관광정보가 필요하실 때는 

언제든 들러 주십시오.

샤타주조(하쿠산시)가 생산하는 일본술인 

「덴구마이(天狗舞 山廃純米大吟醸)」가 
「로스엔젤레스 국제 와인＆스피리츠 

컴피티션」의 일본술부문에서 

최우수금상으로 빛났습니다! 일본술을 

가장 맛나게 드실 수 있는 계절은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입니다. 

이시카와를 여행하실 때는 이시카와현이 

생산한 일본술로 미각을 만끽해 보십시오. 

미쉐린가이드에 

이시카와현내의 명소정보가 

추가게재되었습니다.

교통정보

토픽

다카야마(高山)호쿠리쿠(北陸)

지역 투어리스트버스 리뉴얼

쇼류도(昇龍道)고속버스티켓 

리뉴얼(10월 1일~)

4나타데라

5

겐로쿠엔 유키즈리 
스타트 3

JR나나오역에 
관광안내소 개설

이시카와현의 일본술 「덴구마이(天狗舞)」가 

미국감평회에서 최우수금상을 

수상했습니다. 10

요금: 13,500엔(6세~12세미만 6,750엔)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http://touristpass.jp/ja/

다카야마 
호쿠리쿠 지역 
투어리스트버스

쇼류도 
고속버스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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