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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에서 만끽

동해에 접해 있는 이시카와현은, 겨울모습, 겨울먹거리, 심신의 피곤함을 달랠 수
있는 온천 등, 일본겨울의 참모습을 모두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지역의 겨울철의 모습을 소개하겠습니다.

겐로쿠엔(兼六園)「유키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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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能登)

가나자와

가나자와

1

이시카와의 눈은 수분을 함유하여 무겁기 때문에 눈으로부터

가가（加賀）

가지를 보호하기 위해, 11월부터 「유키즈리」를 합니다.
◆개원시간 7:00~18:00
(10월16일~2월말일은 8:00~17:00)
◆입장료
310엔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15분→겐로쿠엔시타에서
하차

가나자와성(金沢城)・겐로쿠엔
(兼六園) 야간개장 ~겨울편~
빛에 반사되는 야간의 가나자와성・겐로쿠엔은,
낮시간과는 다른 환상적 모습을 자아냅니다.
◆개최시기 2019년 2월 1일~2월 19일
17:30~21:00
◆입장료

무료

나가마치무사집터「거적씌우기」
나가마치무사집터에는, 겨울철 동안 눈으로부터 흙담을
보호하기 위해 짚을 엮어 만든 거적을 흙담에 씌워둡니다.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10분→고린보에서
하차→도보 5분

1

양조장견학/내부코스(영어/불어 대응가)

1

가나자와에서 가장 오래된
양조장「후쿠미쓰야(福光屋)」
겨울철은, 양조를 하는 시기입니다.
양조장에서 양조공정을 견학한 후, 시음을
통해, 사케의 깊은 맛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개최기간 10월 1일~4월 30일

◆참가비
◆정원
◆기타

월/화/목/금/토 15:00~
(소요시간 90분)
※12월 26일부터 1월 6일은
제외
1,000엔
10명
3일전까지 예약 필요함

https://www.fukumitsuya.co.jp/english/guidedtour/index.html

노토(能登)

가가（加賀）

가가（加賀）
가나자와

호쿠리쿠의 추운 겨울철에는, 온천욕으로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맛나는 요리를 드시면 심신 모두 포근해지지요. 가나자와에서
특급으로 25분 정도 이동하시면, 가가온천향(야마나카（山中）
온천, 야마시로（山代）온천, 가타야마즈（片山津）온천, 아와즈
（粟津）온천)이 있습니다. 풍성한 자연과 전통문화를 자부하는
온천지역입니다. 노천탕에서 눈 내리는 모습은 피곤한 심신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온천

https://kagakaedeonsenkyo.com/en/index.php
◆교통
야마나키온천 2

야마시로온천 3

가타야마즈온천 4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25분→가가온처녁하차→노선버스로 10~30분

나카야 우키치로(中谷宇吉郎) 눈의 과학관

4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결정은,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지요. 눈의
과학관에서는 실험 등을 통해 눈이나 얼음의 신비로움을 알 수
있으며, 얼음펜던트를 만들거나 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건축가 이소자키 아라타(磯崎新) 씨에 의해 설계된 유니크한
건물로 시바야마가타 호수 너머로 하쿠산이 보이는 티룸 등,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관시간 9:00~17:00
일반 500엔/단체(20명이상)420엔
◆요금
JR가가온천역에서 가가온천버스(가타야마즈온천행)로
◆교통
18분→눈의 과학관앞 하차→도보3분

아와즈온천 5
가나자와역에서 보통열차로 35분→아와즈역하차→노선버스로10분→아와즈온천하차

빛 발하는 시로요네센마이다（白米千枚田）
와지마의 경승지인 시로요네센마이다에서는, 계단식 논의
두렁에 25,000개의 태양열 LED를 설치하여, 매일 밤
일루미네이션을 즐길 수 있는 빛의 축제 「아제노키라메키」
가 개최됩니다. 일몰 후, 사방에 어둠이 깔리면서 불밝히는
모습은 참으로 환상적입니다.

http://senmaida.wajima-kankou.jp/ko/
◆개최시기
◆장소
◆교통

2018년 10월 13일~2019년 3월 10일
일몰로부터 4시간
와지마시 시로요네마치 하부 99-5
가나자와역에서 노토방면특급버스로
2시간→와지마역앞에서 하차→노선버스로
20분→센마이다하차

http://kagashi-ss.co.jp/yuki-mus/kr_facilities/

노토(能登)

노토(能登)

6
가나자와
가가（加賀）

파도꽃

7

노토의 겨울 풍물시로 알려진 「파도꽃」은 해수의 플랑크톤의 점액으로
만들어진 비누방울과 같은 거품이, 흰 꽃과 같이 흩날립니다.
◆장소 소소기해안(와지마시 마치노마치 소소기)

다루미 폭포

7

엄동설한의 강한 해풍이 불어닥치는 날은, 폭포가 중력을 무시하고 좌우로
흩날리다가는 거꾸로 오르기도 합니다.
◆장소 와지마시 마치노마치 소소기

아나미즈 한겨울 점보굴축제

8

노토반도의 굴은, 크기는 작으나 속이 꽉 차 있으며 달콤한 맛이 나는
굴로 유명합니다. 굴축제 때는 400미터 길이의 점보 숯불이 준비되어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최일정 2019년 2월 9일(토) 10:00~16:00
2월 10일(일) 9:00~15:00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열차로 58분→와쿠라온천역
하차→노토철도로 33분→종점인 아나미즈역 하차→
도보10분「아스나로광장」

신착정보

노(能)를 즐기는
“관능의 밤” 【겨울편】
영어해설 태블릿 도입

1

전통예능의 하나인 노가쿠(能楽)를 손쉽게 감상할 수
있는 “관능의 밤”에서는, 개연 전에는 노(能)의 역사 등에

국가자격을 소지한
통역안내사 사이트오픈
통역가이드 국가자격을 지닌 이시카와현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전국통역사 단체 「이시카와현

관한 해설을 하며, 개연 후에는 노가쿠배우들의
몸동작이나 대사에 맞춰 영어 자막이나 일러스트가
화면상에 뜨는 태블릿을 도입했습니다. 영어해설태블릿을
보시며 상연되는 노가쿠를 알기 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개최일시 2019년 1월 12일(토), 1월 27일(일), 2월

통역안내사협회」 사이트가 오픈했습니다.

2일(토), 2월 23일(토), 3월 2일(토)
시간 14:30~

언어별로 가이드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이드의
자기소개 등도 열람할 수 있으며, 직접 연락을
취해 가이드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아는 가이드와 함께 고품격 여행을 즐겨
보십시오.

https://kanazawaguidelink.jp/en/

◆장소
◆요금

이시카와현립노가쿠도(石川県立能楽堂)
1,000엔(사전예약 필요. 당일신청의 경우
1,200엔)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겐로쿠엔셔틀버스로
16분→이시카와현립미술관・세손카쿠하차
이시카와현립노가쿠도

◆문의처

TEL:+81-76-264-2598
E-mail:noh@pref.ishikawa.lg.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