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국제관광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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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 벚꽃명소
일본 봄의 풍물시 ‘벚꽃’
이시카와현 벚꽃명소를 소개합니다.

Kaga IC
加賀IC

5

3 6

Komatsu Sta.
小松駅

Daishoji Sta.
大聖寺駅

Shirakawa-Go IC
白川郷IC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겐로쿠엔•가나자와성
노토사쿠라역

1

（가나자와시）

2

일본 3대명원인 ‘겐로쿠엔’과 성하마을의 심볼인 ‘가나자
와성공원’은 벚꽃의 명소입니다. 개화시기에 맞춰 7일간
무료로 개방하며 동시에 야간개장도 실시합니다.
●개화시기 : 4월 상순~중순
●문의처：
ㅤ가나자와성•겐로쿠엔관리사무소
（TEL +81-76-234-3800）
●교통：
ㅤ가나자와역에서 성하마을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
ㅤ→‘겐로쿠엔시타(兼六園下)•가나자와성(金沢城)’에서 하차

(아나미즈마치)
열차에서 보이는 벚꽃터널은 압권.
관광열차 ‘노토사토야마사토우미호’나 래핑열차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개화시기: 4월중순~하순
●문의처: 노토철도주식회사(tel +81-768-52-4422)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으로 1시간
→와쿠라온천역에서 노토철도로 환승후 약30분

가즈에마치찻집거리 (가나자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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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에마치찻집거리의 아사노가와강쪽에는 벚나무가 강을 따라 심어져 있어, 봄이 되면
옛부터 이어지는 요정이나 찻집이 늘어선 거리에 한층 더 옛풍치를 자아냅니다.
●개화시기: 4월 상순~중순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성하마을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
→’하시바초(橋場町)’에서 하차

다이쇼지 나가시부네 (가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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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히 흐르는 놀잇배에서 보는 벚꽃은, 일본의 풍치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개화시기: 4월상순~중순
●문의처: KAGA다비마치네트(tel +81-761-72-6678)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열차로 40분→다이쇼지역에서 도보 15분ㅤㅤ

교통
정보

4월1일
이용개시

오사카•도쿄
‘호쿠리쿠아치버스’

“호쿠리쿠아치버스”로

연결되는 새로운
골덴루트!

대인 24,000엔, 소인 12,000엔
（연속 7일간 유효）

수도권에서 호쿠리쿠지역 경유로 간사이지역까지(간사이에서 호쿠리쿠
경유로 수도권까지)이동 가능한 JR티켓

도쿄출발 오사카도착
(7~10일)모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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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요 4
메노렌관

2016년

[1일째]
하네다(or나리타)공항도착
[2~3일째]
도쿄도내(센소지, 신주쿠 등)
[4일째]
나가노현(젠코지, 스노우몽키 등)
※호쿠리쿠신칸센 1.5h
[5~7일째]
이시카와현(겐로쿠엔, 히가시찻집거리,
와쿠라온천, 나타데라 등)
※호쿠리쿠신칸센 1h
[8~9일째]
교토/오사카(후시미이나리신사, 긴카쿠지,
신세카이 등)
※JR특급이용 2h
[10일째]
간사이공항출발

2016년

4월9일

2월 6일

오픈

오픈

하나요메노렌은, 노토지방을 중심으로 보이는
결혼식날에만 사용되는 하나요메(신부)를 위한 노렌(포렴)으로,
대다수가 가가유젠(염색)으로 만들어진 고가품으로 특별한 물건.
관내에서는 그러한 ‘하나요메노렌’의 상설전시나 하나요메노렌 체험 등,
다도회 등을 할 수 있는 화실이나 관광객의 휴식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소: 나나오시 잇폰스기길(우마다시마치쓰부49)ㅤ■개관시간: 9:00~17:00
■휴관일: 매월 제4화요일ㅤ■입관료: 대인 550엔(20인이상 단체 450엔), 초중학생 250엔, 유아무료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1시간→나나오역 하차 도보5분

하나요메노렌 체험

오미초시장 1
등 무사시지구 5상점가
공동면세카운터

가나자와시 무사시지구의 다섯 상점가 공동 면세카운터를
메테쓰에무자 1층 구로몬코지 안내소내에 오픈했습니다!
면세수속 외에도 관광안내나 환전서비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어대응이 가능한 스탭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쾌적해진 무사시지역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가나자와시 무사시마치 15-1 메테쓰에무자 1층
10:00~19:30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성하마을가나자와주유버스로 5분
‘무사시가쓰지(武蔵ヶ辻)•오미초시장(近江町)’ 하차

신부의상으로 갈아입고, 하나요메노렌을 지나가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남성용 의상도 준비했습니다.
결혼기념, 여행기념 등으로 강하게 추천합니다.
■체험요금: 1인 3,000엔
■체험시간: 10:00~16:00
※최종접수시간 15:30
■소요시간: 20~30분

이벤트
정보

세이하쿠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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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오의 봄을 수놓는 화려한 축제. 높이 12미터, 바퀴 직경 2미터나 되는
일본최대급 수레가 마을을 유유히 행진합니다.
■시기: 5월 3일~5일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1시간→나나오역 하차
■문의처: 나나오시 관광협회 tel +81-767-53-8424
http://www.nanaoh.net/index.php

오타비축제
5

매년 5월에 고마쓰시에서 열리는 360년의 역사를 지닌 축제입니다.
호화로운 8대의 수레가 한곳에 집결한 모습은 압권입니다. 또한,
지역어린이들에 의한 어린이카부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기 5월 13일~15일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20분→고마쓰역 하차
http://www.komatsuguide.jp/index.php/otabimatsuri/detail/tanosimu

토

픽

가가야 36년 연속 일본 넘버원

이시카와현 Facebook페이지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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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쿠라온천의 가가야가 ‘프로가 뽑는 일본 호텔/여관 100선’에서 36년간
계속해서 일본 1위에 빛났습니다. 일본 최고의 서비스를 체험해 보시지요.
■문의처: +81-767-62-4111 http://www.kagaya.co.jp/

해외를 향해 이시카와현 관광정보를
발신하는 공식 Facebook을 개설했습니다.
금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시카와현의
정보를 신속하게 발신하고자 하니, 여러분
꼭 체크해 주십시오!
https://www.facebook.com/
Discover-Ishikawa-Japan1707686196110375/

밤하늘 나이트크루즈 (가타야마즈 시바야마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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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로쿠엔 외국인 입장자수 29만명 돌파!
작년 2015년, 이시카와현을 대표하는 관광지인 겐로쿠엔을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은 29만명을 넘어, 과거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벚꽃놀이 시기에는 무료야간개장도 실시하오니, 부디 계절마다 변화하는
겐로쿠엔, 벚꽃으로 화장한 겐로쿠엔을 느끼기 위해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겐로쿠엔 야간개장 정보 1
~초봄편~
3월 11일~20일
매화정원 등 초봄의 볼거리가 만재載
~벚꽃놀이시기 야간개장~
4월 상순경頃
※벚꽃의 개화에 맞춰 개최
■자세한 사항→
http://www.pref.ishikawa.jp/
siro-niwa/japanese/top.html

높이 70미터의 대형분수나 우키미도(浮見堂)라는 불당이 조명을 통해
환상적으로 비치는 가타야마즈 시바야마가타를 주유합니다.
수면에는 온천호텔 등의 등불이 비쳐 상큼한 밤바람을 맞으며 편안한
크루징을 즐길수 있습니다.
■개최일: 4월 29일~10월 31일
■출항시간: 20:15, 20:45, 21:30(30분간 크루징)
■장소: 가타야마즈온천 유노모토공원에서 출항 ■요금: 800엔
■문의처: 가타야마즈온천관광협회 +81-761-74-1123
http://www.katayamazu-spa.or.jp/
[MOVIE]→ http://tabimati.net/movie/?p=51020

KANAZAWA SAMURAI TOURS
Geisya Evenings in KANAZAW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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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 게이샤의 퍼포먼스를 영어해설로 감상할 수 있는 쇼를 개최합니다.
가가백만석이 자만하는 전통예능을 꼭 만끽해 주십시오.
■개최일: 3월 27일~4월 29일 기간중, 매주 일•월•수•금요일 총 20회
■장소: 히가시찻집거리 가이카로(懐華楼)
■시간: 18:00~19:00 (17:15 접수개시, 19:30 폐관)
■비용: 3,500엔~7,000엔
■예약: +81-90-2832-5175
※자세한 사항은 여기→ http://geisha.artexinc.com

가나자와의 역사와 문화에 정통한
영어가이드가 동행하는, 가나자와역발착
버스투어를 소개합니다.
■투어명: 가나자와 사무라이투어즈
■요금 6,000엔(대인), 3,000엔(소인:7~12세), 유아(6세이하)무료
■일시: 매주 화~금요일 오전 9시 출발, 정오경 종료
(4월 29일~5월 6일, 12월 29일~1월 4일은 제외)
■투어내용:
가나자와역~나가마치무사집터~히가시찻집거리~가나자와성/겐로쿠엔~
산보
■예약: 웹사이트 http://kanazawatravel.jp/kst/
또는 Email nakamura@hokkokukanko.c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