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카와현 관광 뉴스메일 2010년 가을호 제10호

이시카와현에서 만끽할 수 있는 일본의 먹거리
~제철 해산물과 노토동(덮밥)~

＜겐로쿠엔＞

＜하쿠산 슈퍼 임도＞ ＜나타데라＞

가나자와의 밤을 만끽하다
~라이트 업 버스로 둘러보는 가나자와의 명소~

매주 토요일 19:00~20:50에 클래식한 분위기가 나는 버스가 10분 

간격으로 가나자와역을 출발해서 아름답게 라이트업 되어 있는 

가나자와의 관광명소를 돕니다. 호텔을 체크인해서 저녁을 먹은 

후에 가나자와의 밤 관광을 꼭 한 번 해 보세요.

（일본어/영어）

http://www.pref.ishikawa.jp/siro-niwa/

가을, 일본 관광이라면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색깔 옷을 입는 단풍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시카와현의 단풍 명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겐로쿠엔(兼六園) (가나자와시) MAP-3

■단풍시기：10월 상순~10월 하순
■문 의 처：하쿠산임도 이시카와관리사무소  

(TEL 076-256-7341）
■교      통：호쿠리쿠 자동차도로 가나자와니시IC에서 60km, 

1시간30분

■단풍시기：11월초순~12월 초순 
■문 의 처：가나자와성 겐로쿠엔 관리사무소  

(TEL 076-234-3800) 
■교      통：JR가나자와역 동쪽출구(3번 승차장)에서   

‘성하도시 순환버스(城下まち周遊バス)로’ 18분,  
‘겐로쿠엔시타(兼六園下)’에서 하차

하쿠산 슈퍼 임도(하쿠산시) MAP-4

(일본어)

http://www.okunoto-ishikawa.net/index.php
노토동(能登丼)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웰컴 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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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http://www.hakusan-rindo.jp/index.shtml

■단풍시기：11월 상순~11월 하순
■문 의 처：나타데라（TEL 0761-65-2111） 
■교      통：JR호쿠리쿠본선 가가온센역에서 CANBUS 

야마마와리 코스를 타서 30분,    
‘나타데라 (那谷寺)’에서 하차

나타데라(那谷寺) (고마쓰시) MAP-5

（일본어/영어）http://www.natadera.com/

가나자와 경마장에 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의 북쪽에 이시카와현이 관리하는 가나자와 경마장이 

있습니다. 매년 ４월부터 다음해 １월 상순까지 일/화요일에 개최합니다. 

입장료는 한 사람 당 100엔(자유롭게 음료를 마실 수 있는 특별관람석은 하루 

1,000엔）입니다. 마권은 100엔 단위로 구입할 수 있으며 9개 방식이 

있습니다. 경마장 안쪽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각종 놀이기구와 포니 승마 

등을 하며 가족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마개최일에는 JR가나자와역 등에서 셔틀버스 운행

가나자와 경마장 HP： http://www.kanazawakeiba.com/ (일본어)

MAP-2

MAP-1

MAP-7

（일본어/영어）

■개 최 일：11월 1일~3월 31일(매일)
■장      소：미나미마치(南町) 산책로 ‘마치비토 다비비토테 

(町人旅人亭) (가가시 야마나카 온천）
■요      금：１그릇 200엔
■연 락 처：0761-78-0330（야마나카온천 관광협회）

야마나카 온천‘대게탕 잔치’

야마나카 온천은 유명한 일식요리사인 미치바 로쿠사부로(道場六
三郎)의 고향입니다. 그가 고안한 대게탕을 야마나카 온천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야마나카 칠기로 맛 보는 게 맛에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따뜻해집니다.

http://www.yamanaka-spa.or.jp/

MAP-6

■문 의 처：0761-77-1144（야마시로온천 관광협회）

야마시로 온천
 ‘고소유(古総湯, 옛 공동온천)’오픈!

1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야마시로 온천에 1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공동온천을 재현한 고소유가 오픈했습니다.
　이 고소유는 이 고장 특산물인 구타니야키(九谷焼) 도자기 
타일과 가가(加賀) 남쪽지방의 석재, 노토 노송나무 목재를 
사용한 온천시설입니다.

http://www.yamanaka-spa.or.jp/

（일본어/영어/한국어/중국어）

MAP-3

■단풍시기：11월20일(토)~23일(화)　17:30분~21:00
■입 장 료：무료
■문 의 처：076-225-1538（이시카와현 관광추진과）

겐로쿠엔&가나자와성
공원 라이트 업

겐로쿠엔과 가나자와성 공원을 라이트업하는 가을 이벤트. 
겨울 풍물시(風物詩)인 겐로쿠엔의 유키즈리(雪吊り, 눈이 쌓여도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게 새끼줄로 엮어놓은 것)와 단풍이 
아름답게 라이트업 되어 방문하는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http://www.hot-ishikawa.jp/shiki/autumn/index.html

（일본어）

Hakusan 
Super Rindo
Forest Road

단풍 시작！ 
이시카와현의 단풍 명소 

톱 뉴스

픽업

토픽

＜이시카와현의 가노 게＞

＜노토동＞ ＜감새우＞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이시카와현은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는 게, 감새우, 겨울방어 등이 

제철의 맛을 자랑합니다. 많은 여행자들이 제철 해산물을 

맛 보기 위해 방문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천연온천에서  

몸을 따뜻하게 해서 활력을 찾고,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맛 

보십시오. 호화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이시카와현의 

매력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이시카와현의 새로운 명물요리인 ‘노토동 

(能登丼)-노토 덮밥’을 소개합니다. 이 음식은 이시카와현의 

북단에 위치한 오쿠노토(奥能登)의 음식점에서 맛볼 수가 

있습니다. 각 점포가 궁리해서 만든 오리지널 노토동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노토의 바다에서 갓 잡은 신선한 

어패류를 사용하거나 노토에서 난 소고기를 사용한 것까지 

60종류 이상의 노토동이 있습니다. 노토동은 오쿠노토에서 

난 쌀과 재료, 물을 사용하고 기름기나 염분을 줄인 참살이 

음식입니다. 이시카와현의 오쿠노토를 방문하셔서 여러 

종류의 노토동을 맛 보시는건 어떠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