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국제관광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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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게하마염전에서
소금만들기 체험

Komatsu Airport
小松空港

체험

Daishoji
大聖寺駅

Kaga IC
加賀IC

노토지역에는, 일본에서도 유일한, 500년의 전통을 가진 ‘아게하마식
제염’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해수를 백사장에 뿌리고, 염분을
농축시켜 걸른 후, 졸여 만듭니다. 수작업으로 만든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해 아주 순한 맛으로 완성됩니다. 여름철에는 예약 후 소금만들기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소금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http://www.hot-ishikawa.jp/kanko/english/200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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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akawa-Go IC
白川郷IC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야마나카온천 4
「가쿠센케이
가와도코(침상)」

여기에서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미치노에키(휴게소) 스즈염전촌(스즈시) 1

호쿠리쿠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인
가쿠센케이에 올해도 가와도코(침상)가
등장합니다.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
물소리와 함께 풍치있는 한 때를
보내보시지 않겠습니까?
http://www.yamanaka-spa.or.jp/global/eng/taiken3.html

기간: 4월~10월9:30˜16:00
장소: 아야토리다리 옆 후도폭포 부근
요금: 침상세트(오차와 과자포함)
대인 600엔 초등학생 500엔
좌석요금만(오차포함)
대인 300엔 초등학생 200엔
교통: JR가가온천역에서 주유버스
(CANBUS)로 야마나카온천 기쿠노유 •
야마나카자 정류장에서 하차 약 300미터

명소

기간: 5월~9월
내용: 30분코스(500엔)
2시간코스(2,000엔)
예약필요
2일간코스(3,500엔)
교통: 스즈시, 와지마시에서 차로 30분

하쿠산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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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티비티

일본 3명산의 하나인 하쿠산은, 2000미터높이의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고산식물의 보고로, 온천지역이기도 합니다. 산정은
만년설이 있습니다. 정상까지 등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연속을
산책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트래킹코스를 추천합니다.
http://www.kagahakusan.jp/en/

여름철
귀솔깃
정보
이시카와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명소와 체험 메뉴를
소개합니다.

지리하마나기사드라이브웨이
차로 달릴 수 있는 일본에서 유일한 백사장(전체길이 8킬로)으로 버스나
오토바이, 자전거 등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해풍과 파도를 맞으시며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달려 보시지 않겠습니까.
http://www.hakui.ne.jp/kankou/0506bicycle.html

명소

추천

지리하마 렌트사이클
등산시기: 7월~10월 중순
교통: JR가나자와역겐로쿠엔쪽입구 1번승차장에서 ‘하쿠산등산버스’로
벳토데아이등산로입구(종점)하차(약2시간)
고마쓰공항에서 ‘하쿠산등산엑스프레스’(합승택시) 벳토데아이
직행(약 2시간)

이용기간: 4월~11월 8:40~17:00
렌트장소: 지리하마레스트하우스
이용요금: 1시간 200엔, 3시간 300엔, 6시간 500엔
연장요금 1시간마다 100엔
보유대수: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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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정보

사이언스힐 고마쓰
3D스튜디오 6

일본최대급 3D돔시어터에서는, 압도적 임장감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일어/영어)

북극 빙상에서 만난 백곰과 펭귄이 펼치는 우주대작전
상영기간: 9월30일까지
시간: 토･일요일, 경축일, 여름방학 평일 11:10~, 14:40~ (각회 약 40분간)
(여름방학 이외의 평일은 10:00~, 11:10~, 12:20~, 14:40~, 15:50~ )

시라야마히메신사

http://science-hills-komatsu.jp/wp/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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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아침 가나자와시내를 출발하여, 국내유수의 명소인
시라야먀히메신사를 향해. 매월 1일은 승전(昇殿)참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http://whitering.co.jp/index.html

‘은하철도의 밤’

(일어/영어/중국어)

일본동화의 대표작 ‘은하철도의 밤’의 환상적세계를 선명하게 재현
상영기간: 9월30일까지
시간: 13:30~ (약 40분간)
(여름방학 이외의 평일은10:00~, 11:10~, 12:20~, 13:30~, 14:40~, 15:50~)

http://science-hills-komatsu.jp/wp/7393/

설정일: 7월1일(금)・8월1일(월)
9월1일(목)・10월1일(토)
요금: 대인6,800엔 어린이 4,800엔
소요시간: 4시간15분(조식포함)

와지마 와이너리레스토랑

요금: 대인 600엔, 고교생 400엔, 3살~중학생 200엔
교통: JR고마쓰역 동쪽입구에서 도보로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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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지마시 ‘하이디와이너리’에 병설된 레스토랑 ‘
후란주(franc-jeu)’가 오픈. 바다와 포도밭을
바라보며 자사제품인 와인과 오쿠노토(奥能登)지방의
식재를 사용한 프랑스요리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 11:30~14:00, 17:30~20:00
정기휴일: 화요일
요금: 점심식사 2,600엔~, 저녁식사 5,000엔~
교통: 노토공항부터 차로 30분, 가나자와부터
차로 120분
http://franc-jeu.jp/

가나자와 마치야 에스테

니시찻집거리 가까운 곳의 150년 된 마치야(옛
상점)에서 행복한 한 때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금박이나 노토지방의 천연 동백오일 등
이시카와현산을 에스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접수시간: 상담필요
소요시간: 60분~
요금: 12,000엔~
교통: 호쿠테쓰버스 히로코지(広小路) 하차, 도보
3분
http://kanazawa-beauty-salon.com/english/

여름 추천이벤트
◆가나자와성•겐로쿠엔 야간오픈 여름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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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금)~26(일), 7/1(금)~3(일), 8/18(목)~20(토)

◆고진조다이코 무료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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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30~20:50 와지마 기리코회관 모테나시광장

◆후루사토 야마나카 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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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금)~8/24(수) 19:45~21:30 야마나카온천 야마나카자 근방

◆아나미즈 소라축제
6/15~7/15 아나미즈마치의 10개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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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지마 드라마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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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지마를 무대로 한 연속 TV드라마인 ‘마레(まれ)’에
등장한 로케세트를 전시. 드라마관련 선물이나 과자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8:00~17:00
요금:무료
교통:와지마 마린타운에서 도보로 약 5분
http://wajimanavi.lg.jp/www/view/detail.jsp?id=181

특집

’노토 기리코축제’

이시카와현의 북부에 위친한 노토반도의 각지에서는,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기리코축제’가 열리며, 기리코가 신여의 길을 밝히며 난무합니다.
해진 후, 희미하게 빛발하는 기리코가 오가는 모습은 실로 환상적이라
하겠습니다.

기리코축제의 역사
노토에서, 기리코축제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1647년 와지마・스미요시신사의 제례에서 4~5
미터길이의 대나무의 상부에 작은 등롱을 매단 ‘사사키리코’를
사용했었다고 확인됩니다. 상선인 기타마에부네(北前船)가
활약하고, 항구마을이었던 와지마나 그 주변의 경제적 기반이
다져질 무렵(1800년대)이 되면, 기리코도 거대화되고, 와지마칠로
장식하게 됩니다. 18세기경에는 10미터의 높이로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지만, 20세기에는 지상에 전선이 늘어났으므로 4~6
미터 높이로 소형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7월 초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백 이상의 지역에서
기리코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짊어질
젊은이들의 감소로 축제 때 사용되는 기리코는 매년 줄고 있지만,
보관되어 있는 기리코를 포함하면 모두 700~800여채 있습니다.

각지에서 펼쳐지는
개성이 넘쳐 흐르는
기리코축제
기리코축제의 내용은 아주 다양합니다. 기리코나 신여가
난폭하게 이동하는 ‘아바레축제’(노토마치). 거대한 6채의
기리코가 압권인 ‘잇사키봉등축제’(나나오시). 화려한 와지마칠로
장식한 기리코가 임립한 ‘와지마대제’(와지마시). 기리코의
크기나 장식 등도 지역별 특징이 있습니다.

주된 기리코축제의 스케줄
7월 아바레축제(제1금・토요일/노토마치)
나나오기온제(제2토요일/나나오시)
고이지불축제(바다의 날 전날/노토마치)

이다마치토로야마축제(20・21일/스즈시)
노토지마 고다의 불축제(마지막
토요일/아나미즈마치)
나후네대제(7/31~8/1/와지마시)
야나이다대제(16일/노토마치)

8월

잇사키봉등제(제1토요일/나나오시)
9월
호류 다나바타 기리고축제(7일/스즈시)
사이카이축제(14일/시카마치)
오키나미대어축제(14•15
일/아나미즈마치)
소소기대제(17•18일/와지마시)
와지마대제(22~25일/와지마시)
니와카제(마지막 토요일/노토마치)
도기핫사쿠축제(제4토•
일요일/시카마치)

지케키리코축제(14일/스즈시)

다코지마키리코축제・하야후네쿄겐(10・11
일/스즈시)

쇼인키리코축제(14・15일/스즈시)

오기소데키리코축제(제3토・일요일/노토마치)

와지마 마린타운에 있는 기리코회관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리코의

언제 들러도
축제기분을 느낄 수
있는 ‘기리코회관’ 9

실물이나 노토반도 축제의 모형 등을 상시전시하고 있습니다. 시의
지정문화재를 포함한 30여채의 대소 다양한 기리코가 줄지어 은은한 빛을
발하고, 여름밤과 같은 조명과, 오하야시나 축제소리를 BGM으로,
기리코축제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임장감 넘치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휴일: 없음
입장료: 대인 620엔, 고교생 470엔, 초중학생 360엔(단체할인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