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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칸센 가나자와 운행 예정
～ 도쿄부터 가나자와까지 2시간 30분 소요～

공익사단법인

이시카와현 관광연맹

발행

이시카와의 가을은 식욕의 가을！
“식욕의 가을”을 만끽하는 이시카와의 맛나는 「AKB」 를 소개드리겠습니다.

A 아마에비(단새우)  K 가니(게)  B 부리(방어)　

먹거리 이벤트 정보

2014년 11월 6일 게잡이 해금！이시카와현산인 즈와이가니게「가노가니게」는, 
겨울철 「미각의 최고봉」이라 불리며, 11월부터 
2월이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시기: 11월~3월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죠카마치가나자와주유버스로 
5분→무사시가쓰지(武蔵ヶ
辻 )에서 하차

■문의처: 
오미초시장 관리사무실
（TEL +81-76-231-1462）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노토방면 특급버스로 2시간→
와지마 마린타운에서 하차→
도보 5분

■문의처: 
와지마시 아침시장 조합
（TEL +81-768-22-7653）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1시간→JR나나오역 
하차→도보 10분

■문의처: 
노토쇼쿠사이시장
（TEL +81-767-52-7071）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25분→JR가가온천역 
하차→가가주유버스 
바닷쪽 캔버스로 48분→
하시다테어항에서 하차

■문의처: 
가가시 관광정보센터KAGA
타비・마치네트
（TEL +81-761-72-6678）

▲단새우maebi

와지마아침시장
（와지마시）

노토쇼쿠사이시장
（나나오시）

가가하시다테어항
（가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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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디에 가면 맛있게 드실 수 있나요？

「바다의 보석」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한 
모습의 단새우. 농후한 단맛이 특징인 
이시카와의 단새우는 그 맛이 하늘을 
찌릅니다！
시기: 9월~2월

▼게aniK

와지마 대게축제2014
일시: 11월16일（일）　9시~14시
장소: 와지마시 마린타운 특설무대
문의처: 
이시카와현 어업협동조합 와지마사무실
（와지마 우미모노가타리 실행위원회） 
（TEL +81-768-22-1485）
http://www.jf-net.ne.jp/ikwajimag
yokyo/news/2013/1001.html

첫물대게축제

일시: 11월９일（일）　10시~13시
장소: 가가시 야마시로온천 
하즈치오악당堂
문의처: 야마시로온천 관광협회
（TEL +81-761-77-1144）
http://tabimati.net/event/detail.
php?p=491

야마나카온천 대게국 이벤트
기간: 11월1일부터 2015년3월31일까지　
10시~11시30분
장소: 가가시 야마나카온천 
유게가도「町人旅人亭 (마치비토 
다비비토테이)」
문의처: 야마나카온천 관광협회
（TEL +81-0761-78-0330）
http://www.yamanaka-spa.or.jp/
event/index_013.html

방어

▲uriB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시카와의 방어는 
기름기가 넘치고 회가 쫄깃쫄깃해 최고의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시기: 12월~3월

파란 꼬리표가 
「가노가니게」의 
표시입니다.

9

3

오미초시장
( 近江町市場 )
（가나자와시）

http://www.hot-ishikawa.jp
http://www.hot-ishikawa.jp/
http://www.jf-net.ne.jp/ikwajimagyokyo/news/2013/1001.html
http://tabimati.net/event/detail.php?p=491
http://www.yamanaka-spa.or.jp/event/index_013.html


전장33.3km 사이에 단풍명소가 수개소 있습니다. 단풍 
외에도 “일본 폭포 100경”에 뽑힌 에비가타기폭포를 비롯, 
산재해 있는 폭포구경도 눈요기가 됩니다.
http://www.hakusan-rindo.jp/contents/kouyou/kouyou25/kouyou.html
＊단풍시기: 10월 상순~10월 하순
문의처: 하쿠산임도 이시카와관리사무소（TEL +81-76-256-7341）

전문인솔자가 절경명소를 소개하며 워킹을 즐깁니다. 
기념사진을 찍어 보심은 어떨까요.
＊새벽단풍워킹은 숙박자들 서비스 차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일시: 2014년10월12일（일）・26일（일）새벽6시출발
문의처: 하쿠산시 관광정보센터（TEL +81-76-273-4851）

↓이시카와에는,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명소가 다수 있습니다.↓

단풍명소 이시카와의 단풍 명소는 여기！

이런 이벤트에 참가해 보심은 하쿠산슈퍼임도 새벽단풍워킹

하쿠산 슈퍼임도
（이시카와현 하쿠산시~기후현 오노군 시라카와촌）

7

겐로쿠엔
(兼六園)

1 나타데라
(那谷寺)

8

가쿠센케이
(鶴仙渓)

6 야마노테라 
사원군

3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인기 
있는 이시카와현의 심볼입니다. 단풍시기가 
되면 단풍구경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입니다.
＊단풍시기: 11월 초순~12월 초순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죠카마치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
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

■문의처: 가나자와성・겐로쿠엔 
관리사무실（TEL +81-76-234-3800）

계곡을 따라 산책하며 사방으로 물든 
단풍구경은 각별한 느낌이 듭니다.
＊단풍시기: 11월 상순~11월 하순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25분→
JR가가온천역에서 하차→가가주유버스 
산쪽 캔버스로 24분→야마나카온천 
기쿠노유・야마나카좌에서 하차

■문의처: 야마나카온천 관광협회
（TEL +81-761-78-0330）

기암으로 둘러싸인 1300년 역사를 가진 
사찰입니다. 광대한 경내에는 기암이나 
연못과 단풍이 조화를 이뤄 그 경치가 
절정을 이룹니다.
＊단풍시기: 11월 상순~11월 하순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25분→
JR가가온천역에서 하차→가가주유버스 
산쪽 캔버스로 30분→나타데라에서 하차

■문의처: 나타데라
（TEL +81-761-65-2111）

16곳의 사찰로 구성된 사원군. 그 중 
하나인 혼교지(本行寺 )는 「단풍사」
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수령700년이나 
되는 모밀잣밤나무를 비롯하여, 물든 
사계절의 초목을 바라보며 즐기는 산책은 
최고입니다.
＊단풍시기: 11월 상순~11월 하순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1시간→
JR나나오역에서 하차→도보로 15분

■문의처: 나나오시 관광교류과
（TEL +81-767-53-8424）

菱櫓 (히시야구라), 五十間長屋 (고짓켄나가야)등을 스크린으로 하여, 국내최대의 스케일로 
가나자와 독창적인 영상을 연출합니다.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죠카마치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
문의처: 신칸센 가나자와개통기념사업 실행위원회／가나자와시（TEL+81-76-220-2759）
http://www4.city.kanazawa.lg.jp/17215/pm_kanazawa_c.html

1가나자와성 프로젝션맵핑
10월11일（토)~12일（일）

빛의 쇼

10월11일（토)~12일（일）　18:30~21:00
11월21일（금)~30일（일）　17:30~21:00

http://www.pref.ishikawa.jp/
siro-niwa/event/index.html

가나자와성・겐로쿠엔 라이트업~가을버전 1

 2와지마(輪島)・시라요네센마이다
(白米千枚田)「빛 발하는 논두렁」
10월18일（토） ~2015년3월15일（일）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된 노토·와지마의 센마이다의 환상적인 
일루미네이션. 21,000개의 솔라LED로, 2013년에 기네스북에도 
등록되었습니다.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노토방면 특급버스로 2시간→
와지마역앞에서 하차→임시버스로 20분→센마이다에서 하차
문의처: 와지마시 관광과（TEL+81-768-23-1146）
http://wajimanavi.lg.jp/www/event/detail.jsp?id=1450

http://www.hakusan-rindo.jp/contents/kouyou/kouyou25/kouyou.html
http://wajimanavi.lg.jp/www/event/detail.jsp?id=1450
http://www4.city.kanazawa.lg.jp/17215/pm_kanazawa_c.html
http://www.pref.ishikawa.jp/siro-niwa/event/index.html


지구촌이 인정한 이시카와의 관광지・명소

신착정보교통정보 호쿠리쿠신칸센 가나자와개통까지 수 개월! 다양한 “오모테나시(손님맞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쇼류도(昇龍道)
고속버스티켓
「쇼류도(昇龍道)고속버스티켓」을 
알고 계십니까. 가나자와(金沢)-
시라카와(白川)-다카야마(高山)-
나고야(名古間)를 오가는 고속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승차권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지역・가나자와나 
세계유산인 시라카와 등을 자유로운 
일정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나고야철도 홍보부
(TEL +81-52-588-0813)

안토 오픈(안토란 가나자와방언으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1
JR가나자와역의 상업시설인「金沢百番街 (가나자와 
햐쿠반가이)」 내부에 있는 「선물관」과 「식품관」이 「안토」
라는 이름으로 다시 선보입니다.
문의처: 가나자와 햐쿠반가이(金沢百番街)
（TEL +81-76-260-3700）

http://www.100bangai.co.jp/floor/floorinfo.php?
floor=omiyage

이시카와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정보발신처입니다.
장소: 도쿄도 주오구 긴자2-2-18 
교통: 야마노테선（유라쿠초역）도보 약4분
도쿄메트로・유라쿠초선（긴자１초메역） 4번 출구앞

이시카와현 안테나숍 「이시카와 
햐쿠만고쿠 모노가타리・에도 본점」이 
10월 8일 긴자에 오픈.

토픽
이시카와현내 마라톤대회 엔트리접수가 
곧 개시됩니다.

（개최일: 2015년3월15일）
＊노토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풍광명미한 
코스로, 금년은 해외로부터 다수의 참가가 
예정됩니다.
문의처: 노토와쿠라 만요노사토 마라톤대회 
사무국（나나오시 관광교류과내）
（TEL +81-767-53-8436）

（개최일: 2015년4월19일）
＊세 곳의 온천지역을 달리는 바리에이션 
풍부한 코스로 2년만에개최합니다.

노토와쿠라 만요노사토 
마라톤 2015[나나오시(七尾市 )]

3

가가온천향 마라톤 
[가가시(加賀市)]

9

이시카와 겨울의 풍물시인 
겐로쿠엔의 유키쓰리작업을 
1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겐로쿠엔의 
유키쓰리

1

오쿠마카부토축제 
[나나오시(七尾市)]

3

9월20일（토）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이며, 猿田彦
（사루타히코）라는 덴구와 같은 신과 빨간 대형 
깃발이 특징인 노토를 대표하는 축제입니다. 
축제의 기원은 한반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해외에도 알려진 축제입니다.
문의처: 나나오시 관광교류과
（TEL +81-767-53-8424）

「트립어드바이저」세계의 랜드마크・공원부문 아시아 5위

※화상은 이미지입니다

호쿠리쿠

추가정보 세계 톱셰어 여행가이드 출판 「론리플래닛」
의 최고의 여행지 「베스트 인 트래블 2014」
지역으로서 호쿠리쿠가 세계에서 4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화상은 이미지입니다

lonely planet
PULL-CUT

MAP

Japan
Discover

Experience the best of Japan

lonely planet

Japan

Japan
pull-cut map

Experience
the Best
of Japan

PULL-CUT
MAP

JAPAN
discover

Experience the best of Japan

lonely planet

노토지마수족관

兼六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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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로쿠엔1

「트래블레저」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 驛舍 )

「트립어드바이저」엑셀런스 인증 3년 연속 수상

시라카와고 다카야마의 오래된 거리

가나자와역1
세계최대의 여행 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세계의 인기 랜드마크・
공원부문에 있어서 아시아에서 5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트립어드바이저」의 구전으로 시종일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설에 
부여하는 「엑셀런스 인증」을 3년연속 수상했습니다.

미국 여행잡지「트래블레저」에서,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 중의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http://www.100bangai.co.jp/floor/floorinfo.php?floor=omiy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