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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 온천
이시카와현 온천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부터 시작되었으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이시카와현의 온천 호텔이 기네스북의 이 부문 
세계 신기록으로 등재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온천에서 편안한 휴식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리며,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드릴 것입니다.

하쿠산록 스키장 안내

❶ 스카이 시시쿠 스키장
0761-92-0600 
http://w2292.nsk.ne.jp/skyshishiku/

❷ 하쿠산 이치리노 온천 
스키장
0761-96-7412 
http://www.ichirino.com/

❸ 오쿠라다케 고원 
스키장
0761-67-1426

❹가나자와 세이모어 
스키장
0761-93-0331 
http://www.seymour.or.jp/

❺ 이오젠 스키장
076-229-1947

골프장
이시카와현에는 웅대한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골프장이 많습니다. 바
다가 내려다 보이는 노토반도의 언덕 정상에서 골퍼들이 거대한 산을 배경으로 
수도 없이 샷을 날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시카와현에서는 자연과 더불
어 골프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❶ 컨트리 클럽 노토
0768-52-3131 
http://www.cc-noto.co.jp/

❷ 노토지마 골프 & 
컨트리 클럽 
0767-85-2311 
http://www.notojima-golf.jp/

❸ 도키노다이 컨트리 클럽
0767-27-1121 
http://www.tokinodai.co.jp/

❹ 와쿠라 골프 클럽
0767-52-2580 
http://www.wakuragolfclub.co.jp/

❺ 노토 골프 클럽
0767-32-1212 
http://www.daiwaresort.co.jp/noto-gc/

❻ 지리하마 컨트리 클럽
0767-28-4411

❼ 노토 컨트리 클럽
0767-28-3155 
http://www.incl.ne.jp/golf/notoc/notoc.html

❽ 호쿠리쿠 그린힐 골프
076-285-2121

❾ 가나자와 컨트리 클럽
076-283-3900

� 이시카와 골프 클럽
076-288-1111

� 가나자와 골프 클럽
076-229-1515

� 가나자와 국제 
골프 클럽
076-257-5321 
http://www.pacificgolf.co.jp/kanazawa/

� 골프 클럽 가나자와 링크스
076-237-2222

� 가나자와 센트럴 
컨트리 클럽
076-251-0011

� 하쿠산 컨트리 클럽
0761-51-4181 
http://www.incl.ne.jp/golf/haku/haku1.html

� 가가 후요 컨트리 클럽
0761-65-2020

� 골프 클럽 트윈 필즈
0761-47-4500 
http://www.twin-fields.com/

� 고마쓰 컨트리 클럽
0761-43-3030

� 골프장 고마쓰 퍼블릭
0761-65-2277

� 가가 컨트리 클럽
0761-72-3315 
http://www.kaga-cc.co.jp/

� 가타야마즈 골프 클럽 
가타야마즈
0761-74-0810 
http://www.katayamazugc.co.jp/

� 가타야마즈 골프 클럽 
야마시로 야마나카
0761-73-8321

� 야마시로 골프 클럽
0761-77-6100 
http://www.ygclub.co.jp/

� 가가 센트럴 골프 클럽
0761-72-2525

지역별 안내
 
가나자와시 http://www.city.kanazawa.ishikawa.jp/
나나오시 http://www.city.nanao.lg.jp/
고마쓰시 http://www.city.komatsu.ishikawa.jp/
와지마시 http://www.city.wajima.ishikawa.jp/
스즈시 http://www.city.suzu.ishikawa.jp/
가가시 http://www.city.kaga.ishikawa.jp/
하쿠이시 http://www.city.hakui.ishikawa.jp/
하쿠산시 http://www.city.hakusan.ishikawa.jp/top.jsp
가호쿠시 http://www.city.kahoku.ishikawa.jp/ 
 cgi-bin/odb-get.exe?WIT_template=AM040000
노미시 http://www.city.nomi.ishikawa.jp/ 
 cgi-bin/odb-get.exe?wit_template=AM040000
가와키타마치 http://www.town.kawakita.ishikawa.jp/
노노이치시 http://www.city.nonoichi.lg.jp/
쓰바타마치 http://www.town.tsubata.ishikawa.jp/
우치나다마치 http://www.town.uchinada.lg.jp/webapps/www/index.jsp
시카마치 http://www.town.shika.ishikawa.jp/index.jsp
호다쓰시미즈초 http://www.hodatsushimizu.jp/webapps/www/index.jsp
나카노토마치 http://www.town.nakanoto.ishikawa.jp/ 
 webapps/www/index.jsp
아나미즈마치 http://www.town.anamizu.ishikawa.jp/
노토초 http://www.town.noto.ishikawa.jp/

야영장

온천

국립공원

박물관

해수욕장 관광지

호텔/유스호스텔

공공 시설

범례

관광지

쇼핑 지역

외화 환전 서비스

 달러, 위안, 원, 유로 외

 달러, 원, 유로 외

 달러, 유로 외

 달러 외

구간      운행 횟수 소요 시간  

비행기

고마쓰공항 – 서울 (인천 )  4 편 / 주 1:40 h

고마쓰공항 – 상하이  4 편 / 주 1:50 h

고마쓰공항 – 타이베이  7 편 / 주 2:50 h

고마쓰공항 – 삿포로 ( 신치토세 )  1편 / 일 1:35 h

고마쓰공항 – 센다이  1편 / 일 1:05 h

고마쓰공항 – 나리타  1편 / 일 1:10 h

고마쓰공항 – 도쿄 ( 하네다 )  11편 / 일 1:00 h

고마쓰공항 – 후쿠오카  3 편 / 일 1:20 h

고마쓰공항 – 나하       1편 / 일 2:10 h

노토공항 – 도쿄 ( 하네다 )       2 편 / 일 1:05 h

구간 경로 거리

승용차

도쿄 ~
가나자와

도쿄 - 간에쓰 자동차도로 - 후지오카
-조신에쓰 자동차도로 -조에쓰 -호
쿠리쿠 자동차도로 - 가나자와 니시

463km

도쿄 -도메이 고속도로 /메이신 고속
도로-마이바라 -호쿠리쿠 자동차도
로-고마쓰 -가나자와 니시

578km

오사카 ~
가나자와

스이다 -메이신 고속도로-마이바라
-호쿠리쿠 자동차도로-고마쓰 -가
나자와 니시

282km

나고야 ~
가나자와

나고야 -도메이 고속도로-마이바라
-호쿠리쿠 자동차도로-고마쓰 -가
나자와 니시

252km

이시카와현 교통 정보

일반 숙소

이시카와현의 기후
 
평균 기온(섭씨) / 강수량(mm) / 관측지: 가나자와시

이시카와현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잡은 스키장이 여
러 곳 있습니다. 슬로프는 가족 단위나 초심자가 즐기기에 
적합하고 중급자나 숙련된 스키 애호가가 즐기기에도 적합
합니다.

골프장

공원(놀이)

스키장

절

신사

성터

휴게소
‘미치노 에키’
공항일반 숙소

택시 정류장

주차장

병원

소방서

교회

렌트카

안내

시청

고속도로

국도

노토사토야마카이도

JR 철도

사철

항공편 안내 
전일본공수(ANA) 예약센터  
http://www.ana.co.jp/eng/index.html 
(국내선) 0120-029222
일본항공(JAL) 예약센터 
http://www.jal.co.jp/en/ 
(재팬트랜스오션에어(JTA) 포함) (국내선) 0120-255971 
(국제선) 0120-255931
중국동방항공 가나자와 지점                           076-232-6888 
http://www.chinaeastern-air.com/index/index38.php
대한항공 여행예약센터 0088-21-2001 
http://www.koreanair.com/index_jp_eng.jsp
화물   카고룩스   http://www.cargolux.com

우체국
9:00AM - 4:00PM

경찰서 지서

체험 및 활동

요금: 2회 식사 제공 1박 
성인: 6,450엔~
어린이: 5,250엔~

http://www.koueisyukusya.gr.jp/

오릭스 카 렌탈 -
호쿠리쿠 지역

❶ 가나자와역 지점 076-221-0543
❷ 고마쓰공항 지점 0761-21-0543
❸ 노토공항 지소 0768-26-2543

일본 카 렌탈 -
호쿠리쿠

❹ 가나자와 지점 076-223-3900
❺ 고마쓰공항 지점 0761-23-3900
❻ 고마쓰공항 지소 0761-22-8939

도요타 카 렌탈 -
이시카와

❼ 가나자와역 동쪽 출구 지점 076-223-0100
❽ 가나자와역 서쪽 출구 지점 076-224-0100
❾ 맛토 지점 076-274-0100
� 고마쓰공항 지점 0761-24-0100
� 가가 온센역 지점 0761-73-0100
� 나나오 지점 0767-52-0100
� 노토공항 지점 0768-26-8100

렌트카

이시카와 교통편 지도

호쿠리쿠 
신칸센 
예정 운행로

쇼핑

가나자와시 도심 지도

구간 소요 시간

기차

도쿄 ( 에치고유자와 경유 ) 3:48 h

도쿄 ( 마이바라 경유 ) 4:05 h

오사카 2:27 h

나고야 ( 마이바라 경유 ) 2:22 h

간사이국제공항 ( 교토 경유 ) 3:22 h

나고야중부국제공항 (Centrair) 4:00 h

교토 2:10 h
JR-WEST   http://www.westjr.co.jp/english/global.html

국내선

국제선

구간 운행 횟수　 소요 시간

버스 다카야마 ~ 가나자와       3 회 / 일 2:10 h

시라카와고 ~ 가나자와       3 회 / 일 1:15 h

이시카와현관광전략추진부
(2013 년 4 월현재)

숙박 안내
 
국제관광여관연맹 이시카와현 연락회                  076-263-5777
가나자와시 여관호텔 협동조합                           076-221-1147

- 관광, 숙소 안내
- 인터넷을 통한 관광 안내
- 여행 지역 안내
- 전통공예품 안내

❶ 야마나카 온천
0761-78-0330 
http://www.yamanaka-spa.or.jp/

❷ 야마시로 온천
0761-77-1144 
http://www.yamashiro-spa.or.jp/

❸ 가타야마즈 온천
0761-74-1123 
http://www.katayamazu-spa.or.jp/

❹ 아와즈 온천
0761-65-1834 
http://www.awazuonsen.com/

❺ 다쓰노쿠치 온천
0761-55-8509 
http://www.city.nomi.ishikawa.jp/

❻ 유와쿠 온천
076-235-1040 
http://www.yuwaku.gr.jp/

❼ 와쿠라 온천
0767-62-1555 
http://www.wakura.or.jp/

❽ 와지마 온천
0768-22-6588 
http://www.wajimaonsen.com/

❾ 가와치센조 온천
0761-93-0331 
http://www.seymour.or.jp/

� 주구 온천
0761-96-7291

� 이치리노 온천
0761-96-7412 
http://www.ichirino.com/

� 시라미네 온천
0761-98-2011 
http://city-hakusan.com/ski_top.html

� 후카타니 온천
076-258-0276 
http://www.fukatani.jp/

� 스즈 온천
0768-82-4688 
http://www.notohantou.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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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국민숙사 노토지소
Tel: 0768-84-1621 
http://www.notojiso.com 
E-mail: notojiso@lilac.ocn.ne.jp 
스즈시 호류마치 우카이

❷ 호텔 노토 긴푸라
Tel: 0768-74-0051 
http://www.pref.ishikawa.jp/kenmin/kousya/
kinnpura 
호스군 노토초 옷사카 11-51

❸ 라브로 고이지
Tel: 0768-72-1234 
http://www.lovero-koiji.jp 
E-mail: info@lovero-koiji.jp

호스군 노토초 코이지 3-18

❹ 마와키 포레포레
Tel: 0768-62-4700 
http://www.noto-tourism.com 
E-mail: mawaki-pore@po3.nsknet.or.jp 
호스군 노토초 마와키 19-110

❺ 국민숙사 노토 우시쓰소
Tel: 0768-62-2295 
http://www.noto-tourism.com 
E-mail: sousei@po3.nsknet.or.jp 
호스군 노토초 하네 5-4

❻ 국민숙사 노토 야나기다소 
야나기다 온천
Tel: 0768-76-1550 
E-mail: yanagidasou@yanagida.ne.jp 
호스군 노토초 야나기다 치부 1

❼ 세미나 하우스 야마비코  
구로카와 온천
Tel: 0768-76-1611 
E-mail: yamabiko@yanagida.ne.jp 
호스군 노토초 구로카와 33-61

❽ 씨사이드 빌라 봇카이
Tel: 0767-42-8080 
http://www.town.togi.ishikawa.jp 
E-mail: bokkai@town.togi.ishikawa.jp 
하쿠이군 시카마치 도기료케마치 카 59

❾ 아나미즈마치 국민휴양센터     
캐슬 마나이
Tel: 0768-52-3030 
http://www.town.anamizu.ishikawa.jp/manai/
manai1.html 
E-mail: manai@town.anamizu.ishikawa.jp 
아나미즈마치 가와시마 이 61-1

� 노토 후레아이 문화센터
Tel: 0768-52-3401 
http://town.anamizu.ishikawa.jp/anabun 
E-mail: furebun@town.anamizu.ishikawa.jp 
아나미즈마치 우치우라 5-28-3

� 국민숙사 노토 고마키다이
Tel: 0767-66-1121 
http://tabi.joy.ne.jp 
나나오시 나카지마마치 고마키

� 노토 나카지마 씨사이드 교류 하우스 
만요 클럽
Tel: 0767-66-8111 
http://tabi.joy.ne.jp/ 
나나오시 나카지마마치 세아라시 이 118

� 휴식의 마을 노토반도  
시카노사토 온천
Tel: 0767-32-3131 
http://www.jeims.co.jp/ikoinomura/ 
E-mail: notoikoi@chive.ocn.ne.jp 
하쿠이군 시카마치 시카노사토

� 휴가촌 노토 지리하마
Tel: 0767-22-4121 
http://www.qkamura.or.jp 
E-mail: noto@qkamura.or.jp 
하쿠이시 하쿠이마치 오 70

� 우치나다마치 복지센터 이코이
Tel: 076-286-3100 
우치나다마치 미야사카 니 455

� 우치나다 사이클링 터미널
Tel: 076-286-3766 
우치나다마치 미야사카 니 1-3

� 구리카라주쿠
Tel: 076-288-8668 
http://www2.spacelan.ne.jp/~kurikara/ 
가호쿠 쓰바타마치 다케바시니시 270

� 와다야마소
Tel: 0761-57-1212 
노미시 이시코마치 하 150

� 후루사토 휴양센터 세이류
Tel: 07619-3-3483 
하쿠산시 가와치마치 우치오 로 65-1

� 시라미네 온천ㆍ고젠소
Tel: 0761-98-22241 
하쿠산시 시라미네 쓰112-3

여행자 안내
가나자와, 이시카와현 여행자 안내센터  
가나자와시 기노신보마치 1-1, 가나자와역 구내 동쪽 출구

076-232-6200
업무 시간: 9:00 – 19:00 
12/31 – 1/2 기간을 제외하고 항시 운영



고노하나 코스

0	가나자와역 동쪽 입구
❶	무사시가쓰지
❷	오와리초
❸	하시바초
❹	겐로쿠엔
❺	세손카쿠
❻	히로사카
❼	고린보
❽	미나미초
❾	무사시가쓰지
0	가나자와역 동쪽 입구

고노하나 코스

0	가나자와역 동쪽 입구
❶	가나자와 에키 히가시
❷	베쓰인 도오리 구치
❸	베쓰인 도오리
❹	요코야스에초 구치
❺	무사시가쓰지 니시
❻	무사시가쓰지
❼	오미초 이치바
❽	초민 분카칸
❾	오와리초 니초메
�	히코소마치 잇초메
�	고바시마치
�	바바 지도코엔
�	쇼에이마치
�	아사노혼마치
�	교마치
�	나카지마 오하시
�	고노하나마치
0	가나자와역 동쪽 입구

기쿠가와 코스

❶	고린보
❷	가타마치
❸ 다이쿠마치
❹	다테마치
❺	신타테마치
❻ 사쿠라바시
❼ 가미카와요케
❽ 기쿠가와초 고민칸
❾	가와카미 히로미
� 사이가와 오도오리
�	사루마루 지도코엔
�	니주닌자카
�	잇폰마쓰 릿쿄
�	가미이시비키
�	고다쓰노 게바
�	다이가쿠뵤인
�	나카 이시비키
�	도비우메초
�	고세넨킨카이칸
�	겐리쓰 비주쓰칸
�	니주잇세키 비주쓰칸
�	가나자와 가게키자(

공연장)
�	시야쿠쇼 고린보

자이모쿠 코스

0	후쿠로마치
❶	무사시가쓰지/       

오미초 이치바
❷	지쓰켄마치
❸	오테마치 
❹	오테몬 마에
❺	쇼코카이기쇼
❻	고린보/센고쿠 도오리
❼	시야쿠쇼/             

니주잇세키 비주쓰칸
❽	하쿠초로
❾	겐로쿠모토마치
�	겐로쿠엔 시타
�	고쇼마치
�	겐사카쓰지
�	요코야마 지도코엔
�	요코야마초
�	도키와바시
�	자이모쿠초
�	덴진바시
�	나미키마치
�	우메노하시
�	아사노가와 오하시
�	이즈미 교카 기넨칸
�	오와리초
�	시니세코료칸
�	후쿠로마치

전통 공예품
전통 공예 기술의 전승
에도 시대에 가가 번의 축적된 부의 지원으로 문화 발전에 많은 노력을 쏟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통 
공예가 눈부시게 발전하였으며, 장인의 기술이 여러 세대를 걸쳐 계승되어 이시카와현의 긍지의 원천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야마나카 칠기
야마나카 칠기의 주요 특징은 나무 결
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그대로 재현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녹로(돌림
판) 기술이 필요합니다.

구타니야키
구타니야키(도자기)는 대담한 디자
인과 우아한 색상으로 유명합니다. 
백여 년 동안 외국으로 수출되어 높
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와지마누리
와지마누리(칠기)는 일본 전통 칠기
의 대표격으로서 깔끔한 느낌과 우
아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품목 하
나를 만들기 위해 100개 이상의 수
작업 공정이 필요합니다. 전통 반상
기와 화병 외에도 내부 장식과 간판
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가가 자수
자수에서 발전된 자수 공예법은 불단 
장식을 꾸미고 예복을 만드는 데 사용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기모노 제작 
시 사용되어 화려한 3차원 입체 디자
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나자와 칠기
이 칠기는 에도 시대부터 전해져 왔습니
다. 다도용 다기 세트, 가구나 고품격 칠
기 가구에 이용됩니다.

우시쿠비 쓰무기
실크 직물 공예로서 하쿠산 지역에 전해 
내려 오며 누에 고치에서 실을 뽑는 공정
부터, 실 염색, 직조에 이르는 전 과정이 
수공예로 이루어집니다.

가나자와 금박
일본에서 생산되는 금박의 99% 이상
이 가나자와시에서 생산됩니다. 두께
는 0.0004mm이하이며 금박 생산에
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가가 유젠
가가 유젠은 전통 일본 염색 예술의 
대표격입니다. 자연미를 사실적으
로 표현하고 무사픙의 우아함을 보
여줍니다. 가나자와, 나나오, 미카와 

불단
불교 집안에는 위패와 불상이 붙어 
있는 가족 불단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단은 금박, 조각, 칠기 장식과 같은 
전통 공예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가나자와성 공원
가나자와성 공원은 녹지로 조
성 개방되어 다음 세대에게 물
려줄 이시카와현의 역사적 문화적 전통을 그대
로 간직한 공간입니다. 히시야구라, 고짓켄나가
야, 하시즈메몬과 같은 성곽 구조물들이 예전의 
영광을 재현하듯 복원되었습니다. 이 복원 사업
은 메이지 시대(1868~1912) 이후 일본에서 
시도했던 다른 복원 사업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가나자와시

겐로쿠엔
이시카와현의 뚜렷한 사계절
과 더불어 위대한 자연미가 
더해진 겐로쿠엔은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3대 
정원으로 손꼽히며, 일본 정부에서 특별 명승으
로 지정했습니다.

히가시 차야가이
히가시 차야가이는 지금도 
옛 거리의 모습을 그대로 간
직하고 있습니다. 저녁 무렵
부터 샤미센 소리와 일본식 타악기인 다이코 
소리가 찻집에서 흘러나옵니다.

나가마치 무사저택터
도심의 뒷골목을 돌아다니다 보
면 오래된 성곽도시를 연상케하
는 나가마치 무사저택터를 발견할 수 있습니
다. 가가 번(영지)의 무사들 이 한때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니 이곳에서 봉건 시대의 분위기
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미초 시장
무사시가쓰지의 오미초 시장은 270 
여 년 동안 가나자와 시민들에게 먹
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작은 골목을 따라 
170개의 상점이 줄지어 있고 이곳에서는 갓 잡
아 올린 해산물, 지역 특산 육류, 야채, 과일과 
제철 음식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고린보
고린보는 호쿠리쿠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쇼
핑가이며 오락 문화가 발달한 곳입니다. 번화
가에는 많은 백화점, 부티끄, 식당, 주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금박 생산
일본 내에서 생산되는 금박의 99%는 가나자와
시에서 만들어지며 품질이 매우 좋습니다. 실제
로 금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금박
의 두께가 0.0001mm에 이를 때까지 가공합니
다. 직접 금박 장식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나자와 햐쿠반가이
가나자와역 구내 모든 상점과 식당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양한 종류의 기념품
과 전통 공예품, 일본 과자 등을 살 수 있습니
다. 우체국도 있으며 영어로 서비스가 제공되
는 여행자 안내센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은 2004 
년에 개관하였으며, 가나자와시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대 
미술이 이 박물관의 주된 주제입니다. 박물관에
서는 회화와 조각 외에도 현대를 표현하는 다양
한 작품들이 같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나자와역 모테나시 돔
가나자와시는 비가 잦은 편인
데 가나자와역 동쪽 광장에 위
치한 상징물인 모테나시 돔이 방문객들이 비를 피
할 수 있도록 대형 우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앞에
서 보면 장구 같이 생긴 거대한 입구가 있습니다.

노토반도

와쿠라 온천
와쿠라 온천은 1,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
며, 항만과 접하고 있고 방문객들이 최고의 온
천 체험을 할 수 있는 일본식 호텔이 가득한 
리조트입니다. 온천 속에 몸을 담그고 나나오
만의 파도를 바라보며 온천욕을 즐겨보십시
오.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신가요?

지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
노토반도 남부 서쪽 해안에는 지리하마 나기
사 드라이브웨이가 있는데 길이 8km의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해안의 고운 모래는 바
닷물을 머금고 강하게 다져져 자동차로 다닐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름 해변은 해수욕객으
로 붐비며 일본 내에서도 아주 인기 있는 곳입
니다.

미쓰케지마
이 섬은 해안에서 약 2백 미터 가량 떨어져 있
으며, 섬의 모양 때문에 군함도 또는 군칸지마
라고도 불립니다. 돌이 드러나 보이는 이 섬은 
정상에 짙은 초목이 있어 바다 위에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섬 전체가 해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센마이다(千枚田)
해안 구릉의 가파른 사면에 천 개 이상의 계
단식 논이 있습니다. 수평선의 일몰이 기하
학적 패턴을 만들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
합니다.

나후네 고진조 다이코(북)
이 축제의 기원은 귀신 가면을 쓴 마을사람이 
해초 장식을 쓰고 적을 쫓는 데 고진조 다이코
를 썼다는 데서 유래하였고, 이 북은 강렬한 
소리로 유명합니다.

소지지(総持寺)
7백여 년 전에 성립된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조동종의 본산이며, 소지지 대부분의 수도원
이 메이지 시대 때 화재로 유실되었습니다. 이
후에 본산의 지위가 요코하마에 있는 절로 이
전되었습니다.

와지마 아침시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와지마 아침
시장에는 싱싱한 생선, 건어물, 채소, 절임 식
품, 민속 공예품을 판매하는 이삼백여 개의 상
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가가/하쿠산

나타데라(那谷寺)
나타데라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만
들어낸 건축물입니다. 암벽 지형 위에 지어진 
이 절은 절묘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전국적으로 많은 단풍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야마나카 온천
야마나카 온천에서는 가쿠센케 계곡의 푸르름
과 단풍 등 사계절의 정취가 묻어나는 다양한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온천에서는 이용
객들이 야마나카부시 온천 민요와 같은 전통 
문화를 도처에서 즐길 수 있어 심신을 위한 휴
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타카노세키
이 역사적 유적에 얽힌 이야기와 더불어 ‘간진
초’ 가부키 공연과 ‘아타카’ 노(能) 공연이 아타
카노세키 유적지를 유명하고 인기 있는 장소
로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1187년에 만들어
졌으며 주인공은 미나모토노 요시쓰네입니다.

가타야마즈 온천
가타야마즈는 시바야마가타 호수에 자리 잡
은 아름다운 온천 마을로서, 맑고 투명한 호
수에 비친 하쿠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마쓰리(축제)
이시카와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마쓰리가 열립니
다. 봄에는 풍작을 기원하는 마쓰리, 여름에는 바
다의 안전과 풍어를 기원하는 마쓰리, 가을에는 풍
작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마쓰리, 겨울에는 악귀
를 쫓고 새해를 맞이하여 운수 대통과 평안을 기원
하는 마쓰리가 열립니다. 이시카와현에서는 계절
마다 축제가 열려 모든 이들이 조화롭게 살고 일할 
수 있도록 기운과 염원을 불어 넣어줍니다.

마쓰리(축제) 일정
1월 가나자와시 소방 시무식   가나자와

마이몬 (먹거리) 마쓰리(굴 축제)   아나미즈마치

2월 유키다루마(눈사람) 마쓰리   시라미네, 하쿠산시
다케와리 마쓰리   가가시
푸드피아 가나자와   가나자와
히가시후타쿠치 분야 인형극 마쓰리   
오구치, 하쿠산시

3월 소바(메밀) 마쓰리   몬젠마치
노토 유키와리소(노루귀) 마쓰리   몬젠마치

4월 벚꽃 축제  
가호쿠시, 가가시, 호다쓰시미즈초, 쓰바타마치
아사노가와 축제   가나자와

5월 도모바타 마쓰리
구타니 차완 마쓰리   데라이, 노미시
세계 연 축제   우치나다마치
세이하쿠사이   나나오시
오다니가와 고이노보리 마쓰리   스즈시
오타비 마쓰리   고마쓰시
오카에리 마쓰리   미카와, 하쿠산시

6월 쇼부유(창포탕) 마쓰리 
야마나카, 야마시로, 가타야마즈, 아와즈 온천
햐쿠만고쿠 마쓰리   가나자와
히무로히라키 마쓰리   유와쿠 온천

7월 노토 기리코 마쓰리   노토 지역
하쿠산 마쓰리   시라미네, 하쿠산
호리마쓰 줄다리기 축제   시카마치
노노이치 존가라 축제   노노이치시

8월 노토 기리코 마쓰리   노토 지역
데도리 불 축제   가와키타마치
야마시로 다이덴가쿠 
야마시로 온천
덴료사이   몬젠마치
잇코잇키 마쓰리   도리고에, 하쿠산시
온천 마쓰리   가타야마즈 온천
옷쇼베 마쓰리   아와즈 온천
구즈야키 마쓰리   가가시

9월 노토 기리코 마쓰리   노토 지역
오쿠마카부토 마쓰리   나카지마, 나나오시
고이코이 마쓰리   야마나카 온천
가라토야마신지 스모 축제   하쿠이시

10월 호라이 마쓰리   쓰루기, 하쿠산시
돈돈 마쓰리   고마쓰시

11월 구타니 도자기 마쓰리   노미시
밧코 마쓰리   나카노토마치

12월 우(가마우지) 마쓰리   하쿠이시

노토 기리코 마쓰리 내용
7월 아바레 마쓰리   우시쓰, 노토초

마쓰리노쿠니 노토 마쓰리   와쿠라 온천
나나오 기온 마쓰리   나나오시
이이다 도로야마 마쓰리   스즈시
시오쓰 납량 바다 축제   나나오시
고이지 불 마쓰리   노토초
미나즈키 마쓰리   와지마시
노토지마코다 불 마쓰리   나나오시
나후네 대제   와지마시 등

8월 이사키 봉등제   나나오시
호류 다나바타 기리코 마쓰리   스즈시
신구 납량 바다 축제   나나오시
사이카이 마쓰리   시카마치
소소기 마쓰리   와지마시
오키나미 대어제   아나미즈마치
쓰루기지 야하타 신사 마쓰리   몬젠마치
고자레 마쓰리   야나기다, 노토초
와지마 대제   와지마시
니와카 마쓰리   우카와, 노토초
핫사쿠 축제   시카마치 등

9월 다코지마 기리코 마쓰리   스즈시
오가와 가와시마 마쓰리   아나미즈마치
쇼인 기리코 마쓰리   스즈시
야나기다 마쓰리   노토초
마에나미 히키야마 마쓰리  아나미즈마치
오기소데 기리코 마쓰리   노토초
지케 기리코 마쓰리   스즈시

유키다루마(눈사람) 마쓰리 
하쿠산/시라미네
마을 사람들이 만든 삼천여 개의 눈사람
이 길가를 따라 놓입니다. 밤에는 촛불
이  켜져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다케와리 마쓰리  가가
이 마쓰리는 젊은이들이 흰색 의상을 입
고 대나무를 쪼개며, 악귀를 쫓는 의식
으로서 대형 밧줄로 만든 뱀을 쫓는 행
위를 연출합니다.

도모바타 마쓰리 
노토초 우치우라 오기
이 축제를 위해 이동식 ‘미코시(神輿)’를 
배에 설치합니다. 높다란 깃발을 펄럭이
면서 노를 저어 쓰쿠모만으로 이동합니
다. 색색의 리본과 펄럭이는 깃발이 줄지
어 행렬을 이루면서 장관을 연출합니다.

세이하쿠사이  나나오
축제에서는 20톤, 12미터짜리의 거대한 
산차(山車) ３대가 서로 경쟁하듯 선보여
지는 진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오타비 마쓰리  고마쓰
옻칠로 장식된 아름다운 축제용 무대 위
에서 아이들의 재미있고 열정적인 ‘가부
키’ 공연이 펼쳐집니다.

노토 기리코 마쓰리
노토반도의 대부분의 마쓰리가 여름에 열립니다. 이와 같은 마쓰리에
서 이목을 끄는 것은 ‘기리코’ 라는 신등(神燈)인데 높이가 10여 미터
에 달합니다. 이 대형 신등을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들쳐메고 누비는데 
밤 하늘에서 요란하게 요동칩니다. 노토 지방의 ‘아바레 마쓰리’와 나나
오시의 ‘잇사키 호토사이’는 아주 멋지고 성대하게 치루어집니다.

오쿠마카부토 마쓰리               
나나오/나카지마
‘사루타히코’라는 악귀의 탈을 쓴 축제의 
주인공이 재미난 몸동작을 취하며 미코
시 행렬을 거리로 인도하고, 20미터 높이
의 심홍색 축제 깃발 무리가 같이 따릅니
다. 이국적인 분위기로 알 수 있듯이 한
반도의 영향을 받은 전통을 보여줍니다.

가나자와 후랏토 버스
1회 승차
성인 / 어린이 100엔

고노하나 코스

0	가나자와역 동쪽 입구
❶	리파레 마에
❷	메이세 쇼갓코 마에
❸	고바시
❹	바바 지도코엔
❺	모리야마 잇초메
❻	하시바초 4
❼	하시바초 1
❽	겐로쿠모토마치
❾	겐로쿠엔 시타
�	히로사카
�	혼다마치
�	사이세 분가쿠히 마에
�	주산겐마치
�	가타마치
�	고린보 1
�	고린보 6
�	미나미초
�	무사시가쓰지
�	리파레 마에
0	가나자와역 동쪽 입구

가나자와 루프 버스
1회 승차
성인 200엔 / 어린이 100엔
1일 승차권
성인 500엔 / 어린이 250엔  

‘라이트 업’ 버스
1회 승차
성인 200엔 / 어린이 100엔

운행일: 매주 토요일
가나자와역 동쪽 입구 출발: 
10분 간격
오후 7:00 – 오후 8:50

가나자와시 관광버스

문의
가나자와시, 교통업무과
(076)220-2038
호쿠리쿠철도
(076) 237-8005

문의
호쿠리쿠철도 전화서비스센터
(076) 237-5115

문의
가나자와시 관광홍보과
(076)220-2194

노토반도 교통 정보

약 1시간 소요 약 1시간 45분 소요

2,100엔

2,630엔

약 25분 소요 약 1시간 45분 소요

2,100엔

약 15분 소요 약 1시간 40분 소요

1,310엔

약 1시간 소요 약 1시간 45분 소요

2,200엔

노토공항 공용 택시 
서비스 ‘후루사토 택시’

예약 필요  
 
 

각 지정 구간 내 일정 요금을 부과하
며, 노토공항에서 편리하게 승차 후 
여러 지역으로 운행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공항으로도 운행합니다. 
저렴할 뿐만 아니라 안전합니다.

하치가사키 노토공항 가나자와역

와지마역 노토공항 가나자와역

와쿠라 온천 나나오역 가나자와역

몬젠 도기 가나자와역

2,200엔

1,360엔

1,800엔

운임(1인 편도):
 와지마시, 노토초, 아나미즈마치 900엔
 스즈시, 몬젠마치, 노토초(구 우치우라) 1,300엔
 나나오시, 나카노토마치 1,600엔
 시카마치 1,800엔
 하쿠이시, 호다쓰시미즈초  2,100엔

가가ㆍ하쿠산시 교통 정보

슈퍼 고속 버스 이용 시 40분 소요

1,100엔

약 12분 소요

약 10분 소요

약 10분 소요

고마쓰공항 가나자와역

고마쓰공항 고마쓰역

야마나카 
온천

나타데라 다쓰노쿠치
온천

260엔

1,310엔

야마시로 
온천

아와즈 
온천 가나자와역

약 5분 소요

약 20분 소요

약 45분 소요

1,180엔
740엔

1,210엔
1,100엔

약 20분 소요

약 15분 소요
시라미네 요시노 

고게이노사토
쓰루기 
에키 마에

1,260엔

오구치 
시쇼 마에 가와치 시쇼 가나자와역

약 8분 소요

약 15분 소요

약 45분 소요

910엔
610엔

1,110엔
740엔

문의    호쿠리쿠철도 전화 서비스 센터　(076) 237-5115

고속버스 이용 시
스즈 하치가사키-가나자와역 
2,630엔
노토공항-가나자와역         
2,100엔
와지마역-가나자와역        
2,200엔
노토공항-가나자와역             
2,100엔
와쿠라 온천-가나자와 
1,360엔
나나오역-가나자와역 
1,310엔
몬젠-가나자와역 
1,880엔
도기-가나자와역 
2,200엔

공항 버스 이용 시
고마쓰공항-가나자와역 
1,100엔
고마쓰공항-고마쓰역 
260엔

고속 버스 이용 시
야마나카 온천-가나자와역 
1,310엔
야마시로 온천-가나자와역 
1,210엔
나타데라-가나자와역 
1,180엔
아와즈 온천-가나자와역 
1,100엔
다쓰노쿠치 온천-가나자와역 
740엔

일반 버스 이용 시
시라미네-가나자와역 
1,260엔
오구치 시쇼 마에-가나자와역 
1,110엔
요시노 고게이노사토-가나자와역 
910엔
가와치 시쇼-가나자와역 
740엔
쓰루기 에키 마에-가나자와역 
610엔

가나자와 햐쿠만고쿠 마쓰리         
가나자와
가나자와 햐쿠만고쿠 마쓰리는 가가 번
의 시조인 마에다 도시이에의 가나자와
성 입성을 기념하는 데서 유래하였습니
다. 축제는 사무라이와 무희들의 행렬, 
전통 ‘하야시’ 악대들이 함께 거리를 행
진합니다.

버스 노선도는 ‘가나자와시 도심 지도’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의
호쿠리쿠철도 전화서비스센터
(076) 237-5115

제1구역 스즈 교통 0768-82-1221
제2구역 나카지마 택시 0767-66-0114

지정 구역 및 지역 지도

가나자와 노가쿠(能楽) 미술관
가나자와 노가쿠 미술관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여
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能)의 
예술을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 시각적 설명이나 
실제 모형을 통해 보여주는 노(能)의 무대, 진귀
한 역사적 유물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노(能)의 
복장과 가면을 실제로 입고 써 볼 수 있습니다.

이시카와현립 전통산업 공예관
이 박물관에서는 이시카와현의 유명한 전통 
예술품과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방문객
들에게 이러한 작품의 제작 과정을 소개합니
다. 박물관에는 또한 기념품 상점과 카페가 있
어 방문객들이 예술품과 공예품들을 실제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와지마 공방 나가야
와지마 공방 나가야는 편안한 일본식 작업 환
경에서 칠기 장인들과 방문객들의 교류를 촉
진하는 독특한 시설입니다. 방문객은 칠기가 
제작되는 여러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
으며, 장인들과 직접 담소를 나눌 수 있습니
다.

하쿠산 산록 스키장
하쿠산 산록에는 다양한 스키장이 있어 다채
로운 스키를 즐길 수 있고 여름 스키도 탈 수 
있습니다.

유노쿠니노모리
13만평(약 430,000m2) 면적의 자연림에 오
래된 초가집들이 현재의 위치로 옮겨져 전통
예술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옥마다 이시
카와현에서 유명한 여러 종류의 전통 예술 공
예들이 행해지고 있으며, 방문객들이 직접 제
작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가 후르츠 랜드
이 과수원의 면적은 25만평(약 830,000m2) 
입니다. 방문객은 바베큐도 즐길 수 있고 연중 
내내 제철 과일을 따갈 수 있습니다. 딸기, 포
도, 사과 같은 제철 과일은 일정 요금을 내고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아와즈 온천
아와즈 온천은 가가 지역의 여러 온천 중 가장 
오래된 곳입니다. 하쿠산 사원의 주지였던 다
이초 대사가 처음 이 온천을 발견한 이래 
1,300년이 흘렀습니다.

하쿠산 슈퍼 임도
이 웅장한 임도는 하쿠산의 중심을 가로지릅
니다. 봄에는 새로 돋아난 초록잎으로, 가을에
는 붉은 단풍잎으로 절경을 이룹니다.

야마시로 온천
가가 지역의 중심부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그  
유명한 구타니야키(도자기)의 본고장으로도 
잘 알려진 곳에 야마시로 온천이 있습니다. 지
역의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시시쿠 고원
스카이 시시쿠 패러글라이딩이 이곳에서 20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행글라이더와 패
러글라이더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
니다.

로산진의 암자 ‘이로하’
로산진 기타오지는 도공예, 서예, 회화로 유명
할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손꼽히는 식도락가
였습니다. 그는 32세에 간판을 조각하는 데 
몰입하고자 이 ‘이로하’ 암자에서 1년을 보냈
습니다.

오쿠노토 염전촌
오쿠노토 염전촌은 일본에서 ‘아게하마’라는 
전통 제염 기법을 이용하는 유일한 곳입니다. 
사람들은 5백여 년 전에도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된 천연 소금을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방
법을 사용했습니다.

간몬
노토 금강에 있는 이 그림 같은 해안에는 기괴
한 모양의 암석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유람
선을 이용하면 바다 위의 암석들을 아주 가까
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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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지마 수족관
이 수족관에는 노토반도 해안에 서 
생식하는 바다 생물을 포함하여 일본 각지에
서 온 500여 종 4만종 이상의 바다 생물이 살
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돌고래쇼, 감성돔 영상
음성쇼, 해달 묘기쇼 등과 같은 볼거리를 즐기
실 수 있습니다.

기리코 회관
‘기리코’는 4-15미터에 달하는 대형 신등(神
燈)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리코는 여름에 펼쳐
지는 노토반도 각지의 다양한 축제에서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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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시는 일찍이 중세 성
곽도시였으며, 일본의 3대 정
원으로 꼽히는 겐로쿠엔과 많
은 역사 유적, 문화 유산이 있
는 곳입니다. 또한 호쿠리쿠 
지역의 중심도시로서 전통과 
새로운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곳입니다.

노토반도는 두 가지 면모를 
지니고 있습니다. 서쪽 해안
이 거칠고 황량한 반면 동쪽 
해안은 평온한 느낌을 줍니
다. 노토반도는 여름에 반도 
전역에서 열리는 기리코 마
쓰리(축제)와 와쿠라 온천 
으로 유명합니다.

가가 지역은 야마나카 온천, 야
마시로 온천, 가타야마즈 온천, 
아와즈 온천 등 수많은 온천으
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명산 중 
하나인 하쿠산은 다양한 고산 
식물과 야생화가 서식하는 국
립 공원이며 겨울이면 스키 애
호가들로 붐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