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부키야마 등산버스  7월 13일(토)~9월 20일(금) 

마이바라역에서 스카이테라스 이부키야마까지 

등산버스가 운행됨(10 시 출발) . 

산정에서 상쾌한 하이킹을 즐깁시다. 산정에서 

해돋이를 볼 수 있는 이부키야마 나이트하이크 

버스도 있습니다(마이바라역 16 시 출발 

산정 9 시 출발 산막에서 가수면은 예약 필요).  

문의고코쿠버스 나가하마영업소   

              ℡ 0749-62-3201 

 

◆ 시가라키 히마츠리 불축제     7월 27일(토)        

시가라키지역 시민센터 
(코카시시가라키쵸나가노) 

약 700 개의 횃불. 시가라키다이코 북 연주. 불꽃놀이. 

문의 도토・시가라키마츠리 실행위원회 

히마츠리사무국     ℡ 0748-82-0873 

 

◆ 타가다이샤 반토사이 만등제  8월3일(토)~5일(월)       

타가다이샤  (이누가미군 타가쵸 타가 604) 
수많은 헌등. 사루가쿠나 타가온도 등 

문의 타가관광협회      ℡ 0749-48-1553 

 

◆ 제 15회 코난시 나츠마츠리 여름축제  

          8월 3일(토)16:00~20:30 

야스가와신스이공원  
(코난시 나츠미치사키) 

 
이벤트 라이브 불꽃놀이 

문의 코난시 산다이마츠리 실행위원회  

  ℡ 0748-71-2157 

 

◆ 만도히마츠리 불축제         8월 15일(목)           

시라도리진자(히가시오미시 이치하라쵸 2128-1) 
어린이들이 큰 횃불을 휘두르면서 신불을 옮깁니다. 

문의 히가시오미시 관광협회 ℡ 0748-29-3920 

 

◆ 마키노 섬머카니발 2019       8월 3일(토)  

마키노서니비치 타카기하마 
(다카시마시 마키노쵸) 

스테이지쇼   불꽃놀이 

문의 마키노츠리즘오피스  

  ℡ 074０-28-8002 

 

◆ 센코사이 축제            8월17일(토)              

다테베다이샤・세타노카라하시 주변 
(오츠시진료 1-16-1) 

장식수레를 실은 배가 세타가와를 건너갑니다.  

불꽃놀이   

 문의 세타가와 유역 관광   ℡ 077-537-1105 

 

 

     ★★★ 불꽃놀이 ★★★ 

 

◆ 제 19회 오츠시가불꽃놀이  7월 20일(토)       

       오미마이코수영장                

문의 시가관광협회         ℡ 077-592-0378 

◆ 오고토온천 납량 불꽃놀이    8월 1일(목) 

                        오고토온천항 일대 

문의 오고토온천관광협회   ℡ 077-578-1650  

◆ 히코네 대불꽃놀이 8월 26일(월)              

마츠하라수영장 

문의  히코네관광협회         ℡ 0749-23-0001 

◆ 나가하마・북비와코 대불꽃놀이   8월 5일(월)     

나가하마항 일대 

문의   나가하마시 관광진흥과  ℡ 0749-65-6521 

◆ 비와코 대불꽃놀이               8월 8일(목)         

                                      오츠항 

문의   비와코대불꽃놀이실행위원회  

   ℡ 077-511-1530 

 

일본문화체험 in 코카 
◆ 닌자 저택 견학・닌자 체험  

코카노사토 닌쥬츠무라 마을 

(코카시 코카쵸 오기 394) 
입장료(9 월말까지):어른 1030 엔  

문의 ℡ 0748-88-5000   

◆ 도예 체험  

도예도원 다누키무라 너구리마을                           

(코카시 시가라키쵸 마키 1293-2) 
데히네리코스 1500 엔        

문의・예약 ℡ 0748-83-0127  

 

★★★ SIA 에서 알립니다  ★★★ 

◆ 외국에 루츠를 가진 아동 학생을 위한 

「진로 페아」 

외국에 루츠를 가진 아동 학생을 위한 종합적인 

진로지원 이벤트입니다. ・무료 ・통역 있음  

・일시：10 월 20 일(일) 13:00~16:30  

・장소：「G-NET 시가」 

(오미하치만시 다카가이쵸 80-4) 
・대상：외국에 루츠를 가진 아동 

학생(초등학교 5 학년~고등학생)과 보호자 등 

・신청：10 월 16 일(수) 

        

℡ 077-526-0931  Fax 077-510-0601 

Email: info@s-i-a.or.jp(담당자:오오모리) 

 

  

미미타로 다음호는 10 월에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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