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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강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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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tsu Airport
小松空港
Kaga Onsen
加賀温泉駅
Kaga IC
加賀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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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atsu
小松駅

Shirakawa-Go IC
白川郷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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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이시카와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팟, 추천 체험메뉴를 소개합니다.

겨울의

가나자
와오뎅

먹거리

굴
오뎅은, 일본에서 겨울철에 인기있는 메뉴입니다.
가나자와오뎅의 종류는 고동과 구루마후 등과 인기
급부상중인 게맛살이나 내장을 껍질에 넣어 만든
‘가니멘’이라 불리는 오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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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반도에서 자란 노토굴은, 알은 작으나 속이 꽉 차 있으며
감칠맛이 뛰어나기로 유명합니다. 또한, 노토반도에서는
겨울철 동안 각지에서 굴축제가 열려 신선한 굴을 숯불로
구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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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투명한 핑크빛이
아름다운 감새우,
감칠맛이 뛰어납니다.

토주

금년으로 1300년을 맞이하는 하쿠산을
수원으로 하는 복류수나 풍성한 대지에서
자란 쌀을 원료로 하는 이시카와가
자랑하는 사케를 만끽해 주십시오. 동해의
해산물과 드시면 맛이 더욱 좋지요. 또한

방어

일본의 4대 양조장인인 노토양조장인이
빚어내는 사케는 맛이 깔끔하고 진합니다.
겨울철은 사케를 빚는 계절이니 양조장까지

감새우

오셔서, 견학과 시음을 즐겨 주십시오.

겨울철 노토반도 연간에서 잡히는 간부리라고 하는
방어는 기름져 있어 그 맛이 최고입니다. 회나 스시는
물론 무를 사용한 조림도 추천합니다. 또한, 방어는
머리부분이나 가슴지느러미부분도 그대로 구워서 드시면
맛납니다. 성장하며 이름이 바뀌는 생선으로 운이
따른다는 의미도 있는 생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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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에서 어획하는
즈와이가니대게는 ‘가노가니’라고 부르며,
속이 꽉꽉 차 있고 감칠 맛이 좋습니다.
또한, 암게는 고바코가니라고 하며 농후한
맛이 응축된 게내장이나 알은 미각을

대게

만족시켜 줄 겁니다.

12~3월 한정

시라카와고 당일 버스투어
가나자와역에서 편도 1시간 정도 달리면
유네스코세계유산인 시라카와고에 도착. 히다지역의
명물인 호바된장, 메밀, 산채 등 웰빙한 점심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센베이만들기 체험이나 자유시간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투어입니다.
사진제공 기후현시라카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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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중학생이상 7,800엔, 초등학생 6,800엔

출발일

매주 토요일(2017년 12월 2일~2018년 3월 31일)

스케줄

9:30 가나자와역출발, 15:45 가나자와역도착/해산

영어대응

예약시 영어스탭 대응가

문의처

http://whitering.co.jp/index.html

가나자와성/겐로
쿠엔 야간개장

2월9일(금)~20일(화)
17:30~21:00까지 가나자와성/
겐로쿠엔을 야간개장하여 눈덮인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의
환상적인 설경에 심취해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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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토비
가가토비 사다리오르기는, 에도시대 화재발생시 높은 곳에 올라
주위상황을 보고 소화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 시초이며, 그 기술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1월초에 소방단원에 의한
가가토비 연기를 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출렁거립니다.

탁발
한겨울탁발수행이란, 1년중 가장
추운 1개월간 하루도 쉬지 않고
집집마다 들러 집앞에서 경을
읽으며 하는 수행이다. 수행승이
선종고유의 승복과 짚신을 신고
삿갓을 쓰고 수행하는 모습은
겨울철 풍물시입니다.

1월 7일(일) 10:00~
가나자와성공원 신마루광장

교통

가나자와역부터 버스로 20분, ‘겐로쿠엔시타’ 하차, 도보로 5분

스팟

시기는 1월 5일부터 2월 3일 예정입니다.
도코잔 다이죠지
주소 921-8114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나가사카마치 루-10
http://www.daijoji.or.j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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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지절 다이혼잔 소지지소인
주소 927-2156 이시카와현 와지마시
몬젠마치 몬젠 1-18-1
http://www.wannet.jp/noto-s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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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장소

가가시 오리연못 관찰관

이시카와현은 철새를 관찰할 수 있는 일본에서도 알려진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타노오리연못은, 매년 11월 상순에서 2월말까지가
절정으로, 수천마리의 기러기와 오리류가 겨울을 나는 국내에서도
보기드문 물새가 날아오는 지역으로, 람사르협약에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사시대로부터 전통수렵인 ‘사카아미수렵’(상공에 그물을 던져 오리를
포획하는 수렵)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냥총을 사용하지 않고 포획한
야생 오리는 그 맛이 최고입니다. 오리요리는 가가시의 향토요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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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개관시간
교통

성인 310엔, 고교생이하 무료
9:00~17:00
JR가가온천역에서 주유버스’CANBUS’로 30분.
‘오리연못관찰관’에서 하차

문의처

http://tabimati.net/midokoro/detail_kanko.php?p=931

최신정보

가나자와시 통역가이드
1
검색사이트 오픈
통역안내사나 자원봉사가이드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가이드의 자기피알 등도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연락해서 가이드 예약도 가능합니다.
https://www.kanazawaguide.jp/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호텔 ’KUMU가나자와’오픈
가나자와시 중심부, 겐로쿠엔이나 오미초재래시장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가나자와의
전통문화를 미래에 전하는 문화살롱’을 컨셉으로 한 호텔이 오픈했습니다. 호텔내의 공용장소에는,
공예작가나 아티스트, 다도인, 승려 등에 의한 전시, 이벤트개최 등이 예정되어 있어, 문화를 국내외로
발신합니다.
객실요금
교통

1룸(4인까지 숙박가능) 18,000~24,000엔
가나자와역에서 도보 20분 또는 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7분,
‘미나미초/오야마신사’ 하차 도보 1분
https://www.thesharehotels.com/kum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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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이시카와의 겨울철 풍물시
온천에 몸 담그고 설경을 바라보며 평시에 쌓인 피로를 풀어 보실까요. 노토에서는 눈 날리는 거친 겨울의 동해,
가가에서는 눈으로 화장한 수목과 계곡이 엮어내는 절경을 바라보며 뜨끈뜨끈한 온천욕을 즐겨 보시지요.

바다를 일망하는 온천, 와쿠라온천
설경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야마나카온천/이치리노온천

온천

대여온천탕＋화로요리

당일플랜
이치리노온천 로앙
대여노천탕과 화로요리가 인기.
겨울은 셜경온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당일플랜도 있으며,
화로요리에는 곤들매기나
일본산소고기, 사냥한 고기에
하쿠산견두부, 산채나 유기무농약
야채 등 엄선한 식재를 사용합니다.
http://www.ichirin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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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데라절
겐로쿠엔

나타데라절은 단풍으로 이름나 있지만,
겨울모습으로 치장한 겨울의 나타데라도
볼거리 스팟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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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모습으로 치장한 겐로쿠엔을 산책해
보시지요. 유키즈리는 볼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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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마이다

겨울철
절경스팟

마가키

마가키는 와지마시 등에 점재하고 있으며 높이 약 5미터의 대나무를 잘라
틈새없이 엮어만든 울타리를 말하며 겨울철 강한 계절풍으로부터 집을
보호하고, 여름철에는 석양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눈덮인 센마이다와 겨울철 동해는 절경입니다.
밤의 일루미네이션도 만족도 완벽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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