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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발행

2013년 4월부터, 이시키와현·관광교류국이 「관광전략추진부」 로 부서명이 
변경되며, 담당부서 명칭도 국제관광과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임전무퇴한 
자세로 한국관광객유치에 전력을 쏟겠습니다.

이시카와현의 여름볼거리 소개특집1

여름소식

No. 20
2013

2015년도
신칸센 가나자와 운행 예정
∼도쿄부터 가나자와까지 2시간 30분 소요∼

아바레축제

이시카와현
관광뉴스메일

알림

노토 기리코축제의 막을 여는 축제입니다. 
격심하게 춤을 추는 거대한 기리코
의 모습에 황홀.

일본3대 불축제중 하나. 30m의 불기둥이 넘어가
는 모습이 장관. 견학자는 손에 든 횃불을 불기둥 
속으로 던져 넣는 것도 한 재미.

“기리코”가 노토마치사무소에 
도착하는 시간은 21시경！

7월27일（토）

나나오시·고다사키야마광장

MAP-3 와지마대제

전체를 화려하게 와지마누리
(옻칠)로 칠한 기리코 수십개와 초롱, 
가마를 짊어지고 와지마 시내를 
행진합니다. 4일간, 와지마시 
각지에서 거행됩니다.

8월22일（목）∼25일（일）

와지마시내

MAP-4

노토마치 동사무소까지 가는 길

[버스] 가나자와（호쿠리쿠철도 특급버스·2시
간） → 「노토마치사무소앞」에서 하차

교통

[버스] 가나자와역（호쿠리쿠철도 특급버스
로 2시간） → 「와지마역전」에서 하차

노토마치

사무소앞

추천
장소

[1] 가나자와역JR나나오선 「와쿠라온천역」 →
노토지마교통버스 (20분) → 「고다미야
마에」하차

[2] 노토공항에서 「노토후루사토 택시」 
합승 (1시간)

교통

고다(向田)불축제 아바레축제
7월5일（금）∼6일（토）

장소:노토마치

MAP-2

여름축제

기리코축제원포인트렛슨

매년 7월~9월에 걸쳐 노토지역에서 
열리는 기리코축제.
12미터(2톤)의 거대한 기리코 등을 
짊어지고, 날이 샐 때까지, 동네 
이곳저곳을 누빕니다.

기리코축제는 노토지역 주민들에게는 
크고 중요시되는 축제입니다. 노토지역을 
떠나 가나자와나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 고향을 찾을 정도로 축제는 생활 
속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http://www.pref.ishikawa.lg.jp/kokukan/index.html
http://www.hot-ishikawa.jp/


이시카와현의 여름볼거리 소개특집1

올여름은 이시카와에나 가 보자！특집2

가나자와 시내를 흐르는 사이가와녹지에서 열리는 불꽃대회. 매년 불꽃을 만드는 
장인들이 이 때를 위해 만들어 낸 걸작품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 장소：현영 마메다 간이운동장

홋코쿠불꽃2013가나자와대회  7월27일(토)  가나자와시 MAP-1

와쿠라온천 불꽃대회  8월1일(목)  나나오시 MAP-5

납량불꽃축제  8월1일(목)∼25일(일)  가가시 MAP-6

천수백발의 불꽃을 쏘아올리는데, 그 불꽃이 바다에 접해 있는 와쿠라온천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 장소：와쿠와쿠플라자 와쿠라온천 와쿠라항구

가타야마즈온천에서 기간중 매일 밤 실시합니다.

가나자와시민예술촌 가는 길

[버스] 가나자와역동쪽출구 → 「무사시가쓰지」에서 환승 → 「마메다」에서 하차

교통

[버스] 가나자와역（호쿠리쿠철도 특급버스로 2시간） → 「와쿠라온천」에서 하차

교통

[버스] 가가온천역（노선버스로 10분） → 「가타야마즈온천」

가나자와시

민예술촌

추천
장소

「하야타비(速旅) Central Nippon Expressway Pass 2013」
（약칭：CEP）는, 방일 외국인을 위한, 호쿠리쿠·중부지방의 
고속도로를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이용기간：2013년 4월1일 (월)∼2013년11월14일 (목)

■ 대상：외국여권 소지자, 또는 외국 영주권이 있는 일본인 (단, 
일본에서 이용가능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분에 한합니다.）

■ 요금(예)：3일간 6,000엔, 7일간 10,000엔, 10일간 13,000엔 등

■ 신청：
　 ·TOYOTA Rent-A-Car Reservation Center
 　　+81-3-5954-8020
　 ·Mazda Car Rental Overseas Reservation Center　
　 　+81-50-3786-0056

■ URL：http://global.c-nexco.co.jp/en/whatsnew/
20130222/20130322.html

호쿠리쿠·중부지방 고속도로를 
정액으로 무제한 이용 

시내관광에 편리한 버스티켓귀솔깃 정보

금  액내  용명  칭 문의처

호쿠리쿠철도

텔레폰서비스센터

TEL：076-237-5115

가나자와시 교통정책부

TEL：076-220-2038

호쿠리쿠철도

텔레폰서비스센터

TEL：076-237-5115

대인：200엔

소인：100엔

(1회 요금)

대인：100엔

소인：  50엔

(1회 요금)

대인：500엔

소인：250엔

(1일 자유이용권)

야간에 라이트업된 가나자

와의 명소를 순환

겐로쿠엔, 오미초시장, 

21세기미술관

가나자와 라이트업 버스

후랏토 버스

조카마치 가나자와 주유버스

겐로쿠엔셔틀버스 가나자와역∼고린보∼

겐로쿠엔∼오미초시장 

주변 순환

2013년3월31일부터, 노토유료도로(能登有料道路)를 무료화하며, 「노토사토야마카이도(のと里山海道)」 로 도로명을 바꿨습니다. 
노토사토야마카이도를 이용하여,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된 「노토의 산과 바다」나, 일본의 원풍경이 남아 있는 노토지역을 여러
분께 소개드립니다.

「노토 사토야마 카이도(のと里山海道)」 를 이용해서 노토지역으로！ MAP-7

차로 해당온천지에 숙박하는 가족이나 그룹에게 편도통행료를 환불!

■ 해당온천지：가가온천군（야마나카, 야마시로, 가타야마즈, 아와즈）, 
    다쓰노쿠치온천, 하쿠산온천군, 가나자와온천군
　 (※대상숙박시설은 http://www.hot-ishikawa.jp/rindou/ 를 참조)

■ 대상차종：2륜을 제외한 전 차종　

■ 실시기간：2013년6월1일 (토)∼2013년11월10일 (일)

■ 신청：협찬숙박시설의 카운터에서 문의 바랍니다.

■ 지원방법：①하쿠산 슈퍼임도를 이용하신 분 → 영수증 확인 후, 
 통행료 환불

　 　　　　   ②대상시설에 숙박 후, 하쿠산 슈퍼임도를 이용하시는 분
        → 무료이용권 배부（※유효기간 있음）

하쿠산 슈퍼임도！ 편도무료캠페인 연장！ MAP-8

계절별 다양하게 변신하는 겐로쿠엔. 올 여름도 
무료개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른 아침, 이
끼가 꽉 찬 겐로쿠엔에서 산책을 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겐로쿠엔

MAP-1

■ 겐로쿠엔 무료입장기간
　 일시：8월14일(수)~16일(금)
　　  　　7:00~18:00

불꽃대회
이시카와현에서는 7월부터  
9월에 걸쳐 각지에서 불꽃
대회가 열립니다.

http://global.c-nexco.co.jp/en/whatsnew/20130222/20130322.html
http://www.hot-ishikawa.jp/rindou/


만주(饅頭)
“월”을 상징

에가라만주(饅頭)
이삭을 표현, “산”을 상징

사사라모치(떡)

태양을 표현, “일”을 상징

양갱

산야를 표현, “리(里)”를 상징

메추라기

밀려오는 파도를 표현, “바다”를 상징

고시키나마가시
오색은, 「일·월·산·해·리(里)」 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오색생과자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표현한 화과자입니다.

화과자와 차

이시카와현의 화과자 소비량은 전국 1위, 다도 애호가들은 3위입니다.
에도시대 초대번주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다도를 장려하였기 때문에 화과자가 발전했습니다. 

가가번(加賀藩)은 도쿠가와가문 다음으로 규모가 큰 곳으로, 늘 도쿠가와 막부가 경계를 해 왔
습니다. 그 경계심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능문화를 장려하였고, 산업육성에 힘을 쏟았습
니다. 400년이상 지난 지금, 이시카와에는 화과자 문화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 결혼할 때 나눠주는 「고시키 나마가시(五色生菓子)」 라는 화과자가 유명합니다.

무사들이 애호했던 다도의 발달은, 동시에 찻찬의 발달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와지마누리

(輪島塗), 구타니야키(九谷焼), 오오히야키(大樋焼) 등 이시카와를 대표하는 공예품이 발달하였
고,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에는, 자랑스러운 사적, 문화, 예술, 공예, 
건축물 등이 있으며, 「순수」한 일본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호부터 시리즈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겐로쿠엔 안에 있는 번주의 별장. 
2000년에 새모습의 정원과 함께 복원되었다.

■ 이용시간：9:00∼16:30  
　·말차 700엔
　　（시구레테이 오리지널 생화과자 포함）
　·전차(녹차) 300엔 （화과자 포함）

■ 가시는 길：[버스] 가나자와역 → 
　 「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겐로쿠엔 내부)　

■ 문의처：076-232-8841

겐로쿠엔보다도 100년이상 먼저 만들어진 회유식
정원. 

■ 이용시간：9:00∼16:00

■ 입장료：500엔（단체：450엔）
　 ※다도 체험은 별도. 예약필수. 
      영어문의 가능.

■ 가시는 길：[버스] 가나자와역 → 
　 「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 → 도보 2분

■ 문의처：076-221-0181

時雨亭
(시구레테이)

MAP-1 니시다가문 정원 玉泉園
(교쿠센엔)

MAP-1

MAP-1

[ 가가유젠 전통산업회관]

■ 이용시간：9:00∼17:00
　·기모노 착용체험
　　1시간렌트…4,500엔
　　3시간렌트…6,000엔

■ 가시는 길：
　[버스] 가나자와역 → 「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 
　→도보 3분

■ 문의처：076-224-5511

다도 체험코너

기모노를 입고 가나자와 거리 관광. 입은 채로 
다도체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모노 착용방법 등 
친절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가가유젠(加賀友禅) 
기모노 착용체험

Pure
  Japan

New

제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