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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들의 낙원＞

＜돌고래와 함께 어울리는 비치＞

MAP-1

■ 문의처：0570-029-333 (ANA 국제선 예약안내센터)

고마쓰-나리타편이 하루 2번 왕복으로 증편！

2010년 7월부터 ANA 고마쓰－나리타편이 하루 2번 왕복합니다. 

국내선과 국제선 환승이 편리해져 이시카와현으로 더욱더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마쓰-나리타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ANA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NA 홈페이지 http://www.ana.co.jp/

(일본어)http://www.gojinjodaiko.jp/index.html

이시카와현의 관광 사진집을 새로 
홈페이지에 게재！

프로 카메라맨이 촬영한 이시카와현의 다양한 사진이 이시카와현 

관광정보 사이트 ‘홋토 이시카와 다비네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매력을 소개하는 소재로 활용해 주십시오.

（일본어）http://www.hot-ishikawa.jp/beautiful/

‘노토지마 수족관’은 세계 최대의 어류인 고래상어를 

사육할 파노라마 수조를 2010년 가을에 오픈합니다. 이 

수조는 세계 최초로 대형 특수 패널(잠수함 조종석을 

이미지함)을 사용하므로 거대한 고래상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터널 수조인 ‘돌고래들의 낙원’에서는 돌고래와 

펭귄들이 머리 위를 헤엄치면서 지나갑니다. ‘돌고래와 

함께 어울리는 비치’(여름철 7/15~8/31)에서는 바다에서 

돌고래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토지마 

수족관’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분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 

■ 개최기간：7월17일~10월17일 (7/31, 8/1, 8/30을 제외한 매일 밤)

이시카와현의 무형문화재인 ‘고진조 북’ 공연은 와지마 시내 중심부(후랏토호무)에서 열립니다. 

도깨비 가면을 쓰고 힘차게 북을 치는 모습은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고진조 북, 와지마에서 무료 공연 MAP-5

７월 초순부터 ９월 중순까지 노토의 각지에서 기리코 마쓰리가 열립니다. ‘기리코’라고 불리는 

거대한 신등(神燈)을 어깨에 메고 마을 안을 누빕니다. 그 일부를 소개합니다.

노토 기리코 마쓰리 

노토지마 수족관

■ 10월31일까지 매일 9시30분~16시 （우천시 및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중지）

■ 요금：테라스 세트(차와 화과자 포함) 어른 500엔　어린이 400엔     

테라스 자릿세(차 포함）어른 200엔　어린이 100엔

■ 문의처：0761-78-0330 (야마나카온천 관광협회)

올해도 가쿠센케 계곡에 테라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곳에서는  야마나카 출신인 유명한 일식 

요리사 ‘미치바 롯사부로’가 고안한 과자도 맛볼 수 있습니다. 계곡의 녹림과 맑은 강에서 

풍류를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노토지마 수족관 MAP-6

■ 입장료：어른 1,320엔   어린이 400엔（단체할인 있음） 

※고래상어 공개 후에는 어른1,800엔, 어린이 500엔 

(‘돌고래와 함께 어울리는 비치’는 어른2000엔, 어린이 1000

엔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 개관시간：9시~17시（12/1~3/19는16시30분까지）

■ 교통：가나자와에서 자동차로 약1시간   

와쿠라 온천에서 버스로 약 30분

■ 문의처：0767-84-1271 (노토지마 수족관)

(일본어/영어)http://www.notoaqua.jp/

＜아바레 마쓰리＞

＜고진조 북＞

＜가쿠센케 계곡 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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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많은 불꽃놀이 대회가 열립니다.▼ 관광 사진집은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름을 대표하는 ‘불꽃놀이’가 
이시카와현 각지에서 개최！

MAP-2

MAP-3

MAP-4

(일본어)http://www.yamanaka-spa.or.jp/welcome/index.html

・7월2일(금)~3일(토) 아바레 마쓰리 (노토초 우시쓰)

   약 50대의 기리코가 불타는 횃불 주위를 난무하는 장대한 축제.

・8월28일(토)~29일(일) 핫사쿠 마쓰리 (시카마치)

   기리코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축제로 100대가 넘는다고 한다.

・9월10일(금)~11일(토) 다코지마 가을축제 (스즈시 다코지마마치)

   칠기로 된 기리코에 호화로운 조각이 되어 있어, 노토 지방의 기리코 중에서도 

   특히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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航班 고마쓰 나리타

3116 편

3118 편

08:30

15:05

09:45

16:20

航班 나리타 고마쓰

3117 편

3119 편

10:05

19:30

11:20

20:45

= 2010년7월 이후 고마쓰-나리타편 =
운항 기체는 CRJ (좌석 50석）

8월5일(목) 와쿠라 온천 여름 불꽃놀이

（나나오시）
호쿠리쿠 지방에서 최대의 불꽃을 볼 수 있는 항구의 불꽃축제.

MAP-8

7월31일~8월25일간 매일, 가타야마즈 

불꽃 축제（가가시）
시바야마가타에서 밤마다 개최되는 불꽃놀이 대회.

MAP-10

7월31일(토) 홋코쿠 불꽃놀이 가나자와 

대회（가나자와시）
가나자와 시내를 흐르는 사이가와 강에서12,000발의 불꽃이 
쏘아올려집니다.

MAP-7

호쿠리쿠 지방에서 최대의 불꽃을 볼 수 

있는 항구의 불꽃축제.

이시카와현 최대의 불꽃축제. 20,000발의 불꽃이 쏘아올려집니다.

MAP-9

7월부터 9월까지 이시카와현 각지에서 불꽃놀이대회가 개최됩니다.

이시카와현 관광 뉴스메일 2010년 여름호 9제 호

2010년 가을, 세계 최대의 어류 ‘고래상어’가 
노토지마 수족관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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