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의 먹거리를 오감으로!

여름바다의 먹거리에서 뺄 수 없는 것이죠. 노토지역은 물론 가나자와시내의 

갓포요리집이나 이자카야등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석굴
（적기는 4~8월）
노토지역산은 대형으로 맛이 

농후. 회, 소금구이, 스시 등

소라（적기는 6~9월）

커다란 것은 10센티 이상. 회, 쓰보야키 등

전복（적기는 7~9월）
쫄깃한 식감의 고급식재. 회, 술찜, 

스테이크

이시카와의 여름을 만끽할 수 있는 스팟, 평생 남을 체험메뉴를 소개합니다

유카타 입고 산책체험

구르메

여름 강추 정보
이벤트

가나자와 기라라

장소:가나자와시 히가시야마 1-3-18

요금:4,860엔/1일~

교통:히가시찻집거리에서 도보로 3분

http://kanazawa-kirara.com/

가나자와 기모노카렌

장소:가나자와시 겐로쿠마치 2-13 2층

요금:4,320엔/1일~

교통:겐로쿠엔에서 도보로 2분

http://www.kimono-karen.jp/

고코유이
장소:가나자와시 혼마치 1-3-39

요금:4,860엔/1일~

교통:가나자와역에서 도보로 5분

http://www.kokoyui.com/english/index.html

가나자와에는, 옛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풍취있는 거리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유카타를 입고 거리를 거닐면, 마치 

타임슬립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간편하고 쉽게 짧은 시간에 

렌트할 수 있습니다. 유카타의 종류도 다양하고 남성용도 

있습니다. 대출플랜에 따라 다릅니다만, 익일 반납이나 

호텔프론트 반납도 가능합니다. 가나자와의 여름을 유카타를 

입으시고 만끽해 보시지요.

1

가가시는 온천으로 유명하지만, 2016년에 데뷔한 히트상품 ‘가가파르페’로도 유명합니다. 가가야채・

온천달걀・벌꿀생크림 등을 사용한 5단파르페로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죠. 2017년 신작은 전통공예인 

야마나타칠기, 구타니야키도자기에 넣어줍니다. 드실 때의 행복 느껴보십시오.

2

가가파르페 소개사이트  http://www.kagaparfait.com/index.html

가가파르페

(전점포 세금포함 
880엔)

1 2 3 4 5 6

1.가타야마즈온천 대중탕 
마치카페(가가시 가타야마즈온천 
오쓰 65-2)

2.가가후르츠랜드(가가시 
유타카마치 이-59-1) 

3.카페・런치 가사노미사키(가가시 
하시타테마치 후 23)

4.구이몬야 후로사토(가가시 
고스가나미마치 1-55)

5.캘러리＆비스트로 벤가라야(가가시 
야마시로온천 온천도오리 59)

6.하즈치오 찻집(가가시 야마시로온천 
18-59-1)

가가파르페를 드실 수 있는 점포는 가가시내에 6곳 있습니다.

석굴, 소라, 전복

년 제36호

2017

Kaga IC
加賀IC

Noto Satoyama Airport
のと里山空港

Noto Satoyama Kaido (Free)
のと里山海道

Kanazawa

金沢駅

Komatsu Airport
小松空港

Shirakawa-Go IC
白川郷IC

Wakuraonsen
Noto Tetudou
のと鉄道

和倉温泉駅
Anamizu
穴水駅

JR
Nanao
Line 
JR七尾線

Hokuriku
Expressway

北陸自動車道

Osaka
大阪

Tokyo
東京

Ishikawa 
(Hokuriku Japan)

Komatsu
小松駅

Daishoji
大聖寺駅

石川県

1

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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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Nanao
七尾駅

Noetsu Expressway
能越自動車道

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국제관광과 발행

년 여름소식



이시카와현의 여름 하면 기리코축제입니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노토의 각지에서 거대한 

등롱인 기리코가 위세있는 함성과 함께 

거리를 행진합니다. 힘찬 행렬은 보는 이들을 

압도합니다.

일본의 미의식과 순수한 기원의 정신을 짙게 

폼고 있는 전통적 제례 체험을 위해 

노토지역으로! 

고진조다이코무료공연

계절을 불문하고 맛볼 수 있는 화과자. 여름철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계절한정품 화과자가 등장했습니다. 

이시카와현은 무사시대로부터 다도가 번영하였고, 현재도 화과자 소비금액은 일본에서도 최고입니다. 

먹음직스러운 화과자로 여름을 느껴 보시죠. 

모리하치 
스즈야카, 구즈키리(~8월말)

장소:가나자와시 히가시야마 

1-24-6(히가시찻집거리)

무라카미 
와리고오리(연중)

장소:가나자와시 나가마치 

2-3-32(나가마치무사거리)

우라타 
죽통양갱(~8월중순)

장소:가나자와역내 ’안토’

고이데 
미즈테마리(~8월말)

장소: 가나자와시 히가시야마 

1-13-13(히가시찻집거리)

모로에야 
구즈모치(~9월경)

장소:가나자와시 겐로쿠마치 

2-20(이시카와현 관광물산관)

Explore Japan 
WEB사이트오픈
금번, 호쿠리쿠신칸센을 활용한 방일여행을 

위한 새로운 골든루트를 PR하는 웹사이트인 

「Explore Japan – New Golden Route via 

Hokuriku -」를 개설했습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연선지역의 관광지나 먹거리, 

공예품, 온천 등 매력 만점인 관광자원을 

주요역별로 소개하는 등, 호쿠리쿠신칸센 

경유로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을 위한 JR티켓 

「호쿠리쿠아치패스」등의 정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쓰루노마루 휴게관 오픈
가나자와성공원에 4월, 새로운 

휴게시설이 오픈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속에서  휴게공간」을 컨셉으로 

전면을 유리로 만들어 히시야구라나 

고짓켄나가야, 하시즈메몬 등 성곽의 

웅장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관내에는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의 영상, 가나자와성의 

축성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비주얼한 화폭’으로 소개하는 안내・

전시 공간, 화과자나 차를 마실 수 있는 

휴게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게공간에서 한숨의 휴식을.

http://hokuriku-arch-pass.com/Explore_Japan/

스팟

와지마 기리코회관 모테나시광장
http://www.gojinjodaiko.jp/en_top.html

체험

신정보

여름철 화과자

기리코축제의 소개와 축제 스케줄 등은 여기를 

http://www.hot-ishikawa.jp/kiriko/en/index.php

노토 
기리코축제

~11/5  20:30-20:50

가나자와성・겐로쿠엔 

야간개장 여름편

８/１０（목）~１２（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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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海

고마쓰
고마쓰공항

알려지지 않은 이시카와의 모습

2. 농가민박 3. 하쿠산 개산 1300년

쏹란노사토

이시카와현의 북부・노토반도의 산간에 펼쳐지는 마을에는 풍성한 

자연속에서 자연과 함께 가꿔온 생활이 지금도 살아숨쉬고 있습니다. 

떠들썩한 도시를 떠나 전통일본가옥에서 지역민들의 온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작물체험이나 마을근처의 산에서의 체험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교육여행이나 홈스테이 기분으로 일본의 

전통적모습을 체험해 보십시오.

하쿠산은 이시카와, 후쿠이, 기후 3현에 걸쳐 솟아있는 2702미터 높이의 산으로, 

후지산, 다테야마와 함께 일본 3명산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눈에 덮인 

산정의 모습은, ‘힌 신들의 자리’라고 하여 옛부터 신앙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717년, 다이초(泰澄)라는 스님이 하쿠산의 산정에 신사를 모셔, 그 후에 

하쿠산신앙이 급속히 퍼져, 전국에 하쿠산신사가 세워졌습니다. 

현재도 아름다운 자태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하쿠산은, 면적 47700ha의 

하쿠산국립공원으로서 많은 등산객들이 찾는 곳이며,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자연환경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산 1300년이 되는 올해는, 봄부터 8월중순에 걸쳐 하쿠산이나 그 

주변지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에 하쿠산의 

웅장한 자연과 하쿠산을 숭배해 온 지역의 역사를 느껴보시지 않겠습니까.

50이상의 민박집이 있고 각 민박집은 하루 1그룹 한정

요금 1박2일 11,880엔~(2명사용시)

장소 호스군 노토초 미야지 16-9

교통 노토사토야마공항에서 차로 15분(송영가능)

白山開山1300年記念行事の詳細はこちら

http://www.shirayama.or.jp/news/year1300.html

완만한 내리막길이 이어지는 사이클링로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절경을 만끽하며 사이클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미치노에키 시라야마상

미치노에키 세나

하쿠산마치

세기노휴게소

버드허밍 도리고에

와타가타키 이코이노모리숲

사이클스테이션
하쿠산시타역

4.5km10-20분

3.9km10-15분

4.5km10-20분

3.9km10-20분

2.8km10-15분

데도리협곡

시시쿠고원

야생 동물과의 만남!

미치노에키 시라야마상

미치노에키 세나

세기노휴게소

사이클스테이션
하쿠산시타역

하쿠산마치

버드허밍 도리고에

와타가타키 이코이노모리숲
세기노휴게소

메밀만들기체험

산속 나무그늘 임도

걸리는 시간

하쿠산히메신사

4

5 4

1.사이클링루트

하쿠산개산 1300년 기념행사는 여기를

http://www.shirayama.or.jp/news/year1300.html

가가평야의
 

절경을
 일망

가가평야의
 

절경을
 일망

9：00˜17：00
(접수16:00까지)

◆ 일반자전거

200엔/1일

◆ 전동자전거

500엔/1일

렌트사이클

대출시간

요금

아름다운 

에메랄드그린 협곡아름다운 

에메랄드그린 협곡

데도리캐니언로드

특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