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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단법인
이시카와현 관광연맹
발행

신칸센 가나자와 운행 예정
〜 도쿄부터 가나자와까지 2시간 30분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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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hika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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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소식

이시카와현
관광뉴스메일

Noto Airport
能登空港
Noto
Airport
IC
Tokyo
能登空港IC
東京
Anamizu IC
穴水IC

Tokuda Otsu JCT
徳田大津JCT

3

Chirihama IC
千里浜IC
Noto Satoyama Kaido
(Free)
2 のと里山海道
Mukaiawagasaki IC
向粟崎IC
Kanazawa Nishi IC
金沢西IC

1일째

노토관광
( 能登 )
추천코스

2일째

▶가나자와(金沢)1일관광
▶나기사드라이브웨이
(모랫길)
▶와쿠라온천숙박
(和倉温泉)

▶와쿠라온천
▶와지마관광(輪島)（아침시장 와지마칠기
센마이다 다랑논(千枚田））·
고진조다이코 북연주감상(御陣乗太鼓)
▶와지마온천숙박

3일째
▶헤구라지마섬관광
(舳倉島)
▶가나자와

1

4

(Hokuriku Japan)
石川県
Osaka
大阪

2014

Suzu Road
珠洲道路

Komatsu Airport
小松空港

7

Kaga IC
加賀IC

10

6

9

Daishoji
大聖寺駅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8

Nanao
七尾駅

Nadaura IC
灘浦
JR
Nanao
Line
JR七尾線 Takaoka IC
高岡

Tsubata
津幡駅
Kanazawa
金沢駅

Komatsu
小松駅

Noto
Peninsula
能登半島

Hokuriku
Expressway
北陸自動車道
Tokai-Hokuriku
Expressway
東海北陸自動車道
Shirakawa-Go IC
白川郷IC

Hakusan Super Rindo
Forest Road
白山スーパー林道

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노토(能登) 여행！

박력・감동・힐링을 느낄
수 있는 노토로 출발!

노토는 일본의 원풍경이 펼쳐져 있고,
노토의 산과 바다는 세계농업유산입니다.
MAP-1

세계농업유산

적극추천！

시로요네센마이다
(白米千枚田)
MAP-2

가나자와를 출발해 노토에 가기 위한 코스는,
노토사토야마카이도 드라이브코스입니다. 해안선의
변화무쌍한 경치를 보시며 드라이브를 만끽해 보시죠.

바다를 배경으로 1000배미가 넘는 작은 논이 녹색의 기하학적 풍경을 자아냅니다. 계절마다,
또는 벼의 성장정도에 따라 다양한 표정으로 변하는 계단식 논의 모습은 흔하지 않은 각별함을
연출합니다.

사이클링
바다로 불룩 튀어나온 노토반도는 해안선을 비롯하여 사이클링에
최적의 장소가 다수 있으며, 최근에는 대만이나 유럽의
동호회분들의 투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시는 길
■ 도쿄출발

비행기ㅤ하네다→노토공항（60분・1일2왕복）

■ 가나자와에서 와쿠라온천 가는 길
JR특급ㅤ 「가나자와역」→「와쿠라온천역」
약50분・1일6왕복（보통열차1일10왕복）
JR서일본 https://www.westjr.co.jp/ （일본어, 영어）
■ 가나자와에서 와지마 가는 길
호쿠리쿠철도특급버스 와지마행ㅤ
「가나자와역」→「와지마역전」（약2시간・1일11왕복）
호쿠리쿠철도 http://www.hokutetsu.co.jp/index.html （일본어）

유일한
곳！

MAP-3

지리하마 (千里浜) 나기사 드라이브웨이.
자동차로 모래사장을 달릴 수 있는
일본에서도 유일한 곳입니다. 자전거도
달릴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즐기는 드라이브는 환상적입니다.

■ 렌탈사이클：와쿠라온천관광협회ㅤ
http://www.wakura.or.jp/ （일본어, 영어）
■ 「TOUR DE NOTOㅤ400」노토반도의 해안선을 일주하는
사이클링대회（9월13일~15일）
http://tour-de-noto.com/ （일본어）

■ 와쿠라온천에서 와지마 가는 길
노토철도ㅤ와쿠라온천→아나미즈(穴水)（30분・1일16왕복）
노토철도 http://www.nototetsu.co.jp/ （일본어）
호쿠리쿠철도 오쿠노토버스
아나미즈→와지마 （40분・1일12왕복）
와쿠라온천→와지마 （65분・1일3왕복）
호쿠리쿠철도 오쿠노토버스 （Tel 0768-22-2314）

輪島

유구한 역사 속에 자연과 인간이 조성한,
일본의 원풍경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Wajima

본다・체험한다

【와지마시관광협회】 http://wajimanavi.lg.jp/www/access/index.jsp（일본어, 영어）

먹거리

MAP-4

노토동덮밥

와지마누리(輪島塗)칠기

와지마
아침시장

칠기는 영어로 japan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공예입니다.
와지마누리로
만들어지는 공정은 120
공정을 넘는 만큼
만드는 이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방견학이나 일본에서의 한 때를 회고할 수 있는
마이젖가락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http://wajimanavi.lg.jp/www/index.jsp
（일본어, 영어）

1000년의 역사를 지닌
일본 3대 아침시장의
하나입니다. 노점
등에는 신선한 어패류,
해초류, 야채류가 있고,
노점상과 손님과의
대화로 떠들썩합니다.
（제2 ・4 수요일 및
연시는 휴무）

MAP-4

노토산 고시히카리로 만든 밥에 신선한 노토산 소고기나 해산물을
올려놓은 덮밥. 와지마누리로 만든 젖가락 등, 노토에서 만든 식기를
사용해 드십니다.
■ 웰컴오쿠노토
http://www.okunoto-ishikawa.net/（일본어）

여름의 볼거리 MAP-4
고진조다이코 북춤

연기일정ㅤ4월26일~11월23일까지의 토요일/일요일
※7월26일~10월31일까지는 매일개최（8월30일만 휴무）

1576년 적이 침입했을 때, 무기가 없었던 노토의 사람들은 나무껍질로 가면을,
해초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북을 울리며 적을 쫓아보냈다고 합니다. 천지를
울리는 음색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시간 20시30분부터 20시50분
연기회장ㅤ미치노에키 와지마후랏토호무
■ 문의처ㅤ와지마역 관광센터（Tel 0768-22-1503）
http://www.wajimaonsen.com/event/78/post_41.html（일본어）

와지마대제

웅장하고 환상적인
여름축제 기리코축제
기리코라고 불리는 거대한
등롱이 가마와 함께 가도를
밝히며 난무하는 기리코축제가
7월~9월에 걸쳐 노토지방에서
개최됩니다.
와지마대제는 기리코축제의
하나로, 기리코가 회전하거나
난무하며 기세를 겨룹니다.
클라이막스에는 커다란
불기둥이 부서지고 그 화염
속으로 고헤이(진자에서
사용하는 번개모양의 종이)를
가지러 들어가는 젊은인들의
모습이 약동감 넘칩니다.
와지마대제 이외에도 백수십을 넘는 기리코축제가 노토반도 각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https://www.hot-ishikawa.jp/english/attraction/events/index.html （영어, 일본어）

해녀의 섬 「헤구라지마(舳倉島)」를 향해 출발！
둘레가 약4km인 헤구라지마는, 와지마에서 북쪽으로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고의 어장이기도 합니다.
고기잡이철인 여름（6월~10월）이 되면 어민들의 이주가
시작되고 해녀들이 전복이나 소라 등을 땁니다.
또한 지구촌의 각지에서 철새가 휴식을 위해 들르는 평온한
섬이기도 합니다.
※헤구라지마를 방문할 때는 긴 바지, 벌레 피해 스프레이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헤구라항로주식회사
（Tel 0768-22-4381）（90분・1일1왕복）
http://www11.ocn.ne.jp/~hegura/index.html（일본어）

날짜ㅤ8월22일（금）~25일（월）

MAP-5

온천에서 힐링
■ 와쿠라온천
MAP-6
1200년의 역사를 자부하는 와쿠라온천은 풍부한 자연,
신선한 산해진미로 심신 모두 힐링하실 수 있습니다. 료칸은,
나나오만(七尾湾)을 일망할 수 있는 곳, 30년 이상 연속 일본 최고의
위치를 자랑하는 여관, 가정적인 민박 등 다양한 숙박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http://www.wakura.or.jp/index.php （일본어, 영어）

나나쓰지마섬：
헤구라지마 항로 도중에 보입니다.

해녀
해녀란 바다에 다이빙 장비없이 잠수해 소라나 전복 등 조개류나
해초류 등을 따는 여성입니다. 와지마의 해녀들의 활동은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와쿠라온천향(輪島温泉郷)
MAP-4
석양 모습을 보실 수 있는 료칸, 민박 등이 있습니다.
http://www.wajimaonsen.com/index.shtml （일본어）

노토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노토넷ㅤhttp://www.notohantou.net/modules/toppage/ （일본어）ㅤㅤ노토반도 광역관광협회ㅤhttp://www.notohantou.com/sightseeing.html （일본어）

여름의 볼거리
가타야마즈온천 불꽃축제

플라티나 루트 투어
MAP-7

[가는 길]ㅤ
（열차JR）가나자와역→가가온천역（캔버스）→
가타야마즈온천

가나자와・하쿠산록⇔하쿠산슈퍼임도⇔
세계유산・시라카와고⇔히다타카야마 MAP-8
하쿠산슈퍼임도로부터 세계유산・
시라카와고와 옛거리가 남아 있는
히다타카야마를 연결하는 투어버스
（6월~11월초순 매일 출발예정）

７월부터 9월에 걸쳐 개최합니다. 개최일시에
관해서는 홈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http://www.katayamazu-spa.or.jp/
（일본어, 영어）

주식회사 화이트링
http://www.whitering.jp/
（일본어, 영어）

최신정보
호쿠리쿠지역 패스
호쿠리쿠지역의 열차JR을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JR-WEST RAIL PASS(Hokuriku Area Pass)」이
기간한정으로 발매되어 개인여행이 보다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4일간 특급(자유석), 보통 열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패스입니다. 또한 패스를 제시하면 각시설에서 할인
특전이 있습니다
■이용기간 2014년 5월 1일（목）~2015년 2월 28일（토）
JR서일본
http://www.westjr.co.jp/press/article/
2014/02/page̲5157.html
（일본어, 영어）

사이언스힐즈 고마쓰

MAP-9

3D시어터에서 플라네타륨
프로그램, 첨단과학, 자연과학 등
체험 가능한 시설이 오픈했습니다.
관광으로만이 아닌 교육여행
장소로도 추천합니다.
■ 가는 길：
고마쓰공항으로부터 차로 약 10
분, JR고마쓰역 동쪽입구에서
도보로 3분
http://science-hills-komatsu.jp/
（일본어）

가나자와 교쿠센테이 (玉泉邸)

MAP-10

에도시대의 약 100년간에 걸쳐 완성한
정원을 바라보며, 요리를 드실 수 있는
가든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 주소: 가나자와시 고쇼마치 8번 3호
http://www.gyokusen-tei.jp/
index.html （일본어）

Watch＆Listen 인기송×이시카와현
WORLD ORDER
“THIS IS LIFE”

이시카와현
Facebook개설
「Welcome to Ishikawa （가칭）」
이시카와현의 관광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커뮤니티페이지을 현재 작성중입니다.
완성되는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WORLD ORDER는, 전형적인 일본인
샐러리맨의 이미지인 정장에 기름으로
세트한 헤어스타일로 애니메이션댄스를
하는 인기댄스그룹입니다. THIS IS LIFE
에서, 이시카와현의 경치를 배경으로
독특한 댄스와 음악 퍼포먼스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
watch?v=vQosBq6B9hU
© Japan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JATA)

마지막까지 읽어 주셔 감사합니다.
이시카와현 관광뉴스에서 게재했으면 하는 내용,
감상 등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시카와현 관광정보ㅤhttps://www.hot-ishikawa.jp/index.htmlㅤ（일본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