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카와에서 겨울
먹거리를 만끽하자

이시카와의 겨울철은 제철 생선 등 먹거리가 풍부한 계절입니다.

잔잔한 나나오만에서 자란 굴은, 알은 

작으나 살이 통통하고 단맛이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겨울철, 농후한 맛의 

영양이 풍부한 굴을 드셔 보시지요.노토굴

400미터 길이의 숯불코너가 있어 

노토굴을 구워서 드십니다. 굴 

이외에도 산해진미, 스테이지쇼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일정

●장소

●교통

2020년2월8일(토), 9일(일)

아스나로광장(아나미즈마치)

JR가나자와역에서 특급전차로 58분→와쿠라온천하차

→노토철도로33분→종점 아나미즈역하차→도보10분

설중
점보굴축제2020
(아나미즈마치)

나나오만에서 잡은 노토굴을 지역음식점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구운굴을 비롯한 음식점 오리지널요리나 굴코스요리를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일정 2020년1월5일(일)~3월31일(화)

나나오만 노토굴축제(나나오시)

● 가가요리반테(다이쇼지사찰)

● 구이몬야후루사토(가가온천역앞)

● 가사포루토나(가가온천역 근처)

● 갓포카가(야마시로온천)

● 호텔아로레(가타야마즈온천)

● 벤키치(가나자와시

 오노마치 5-7) 역에서 택시로 15분

대게무한리필전문점

특집

가노대게
이시카와현에서 어획한 숫게인 

즈와이대게. 속이 꽉 차 있고 상질의 

단맛이 최고입니다. 물빛색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즈와이가니의 암게로 11월6일부터 12월 

하순에만 어획할 수 있습니다. 농후한 

맛이 듬뿍한 게내장이나 씹는 맛이 있는 

대게알이 절품입니다.

고바코대게

농후한 맛이 듬뿍 단맛이 풍부

중식한정

16시까지

중식한정

중식한정

하시다테항에서 잡은 고바코대게를 한 
마리 사용한 요리로, 가가시내 다섯 
점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릇은 
전통공예품인 구타니야키도자기나 
야마나카칠기를 사용하고 있어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워 인기만점입니다. 
눈으로 입으로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가가대게밥

굴대게

http://notokaki.nanaowan.com/restaurante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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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투어

굴 드시러 가시죠

http://www.benkichi.jp/

http://visitkaga.com/about/gastronomy/crab.php

겨울 먹거리의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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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Nanao

七尾駅
Noetsu Expressway

能越自動車道

Hokuriku Shinkansen

北陸新幹線

이시카와현 관광전략추진부 국제관광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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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오뎅을 드시지요

아카타마본점 (가나자와시 가타마치)

http://www.oden-akadama.com/

가나자와오뎅 잇푸쿠야 (오미초시장)

http://www.kachigumi.co.jp/ippukuya/

지쿠와 (가나자와시 가타마치)

https://chikuwa.owst.jp/en/

구로유리 (가나자와역)

https://www.oden-kuroyuri.com/

오뎅은 겨울철이 되면 일본 어디에 가셔도 드실 

수 있으나, 가나자와오뎅은 가가야채, 구루마후, 

제철 어패류 등 가나자와만의 재료를 이용한 

오뎅이 특징입니다.

오뎅은 겨울철이 되면 일본 어디에 가셔도 드실 

수 있으나, 가나자와오뎅은 가가야채, 구루마후, 

제철 어패류 등 가나자와만의 재료를 이용한 

오뎅이 특징입니다.

도넛형태의 후로 국물이 

흠뻑 배어 있습니다.

육질이 부드럽고, 많이 

끓여도 모양이 뭉개지지 

않는 무로 오뎅재료로 

최고지요.

겐스케무구루마후

조개류의 씹는 맛과 농후한 내장이 

특징입니다. 또한, 바이가이에서 나오는 

국물맛이 한층 맛을 더해줍니다. 

바이가이

고바코대게 껍질에 대게의 살과 

게장등을 채운 것으로 11월6일부터 12월

29일까지 계절한정오뎅입니다. 

가니멘

가나자와 오뎅

이시카와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팟, 겨울철 강추 체험메뉴를 소개드립니다.

사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겐로쿠엔. 겨울에는 눈의 

무게로부터 가지를 보호하기 위한 「유키즈리」와 눈이 

내릴 때의 옛스럽고 신비스런 설경을 감상해 보시지요. 

야간개장 때는 무료입장합니다.

●일정

●일정

2020년 1월 24일(금)~2월 2일(일) 

2월 8일(토)~16일(일)

17:30~21:00(입장은 20:45까지)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성하마을가나자와주유버스로 

20분⇀겐로쿠엔시타・가나자와성에서 하차

겐로쿠엔 야간개장 겨울편

2019년 10월 7일~2020년 3월 26일 기간중 총30회

14:00~15:00

1월 13일(월), 17일(금), 19일(일), 20일(월), 22일(수)

2월 3일(월), 7일(금), 9일(일)

3월 1일(일), 10일(화), 15일(일), 16일(월), 20일(금), 

23일(월), 26일(목)

●장소

●정원

●요금

●예약

●E-mail

●Tel

이시카와현립음악당 화실(가나자와시 쇼와마치)

가나자와역에서 도보 1분

50명 정도(신청순)

개인 1,000엔(세금포함)

단체(15명 이상) 800엔(세금포함)

게이샤의 기능향상실행위원회

(이시카와현 문화진흥과내)

dentoubunka@pref.ishikawa.lg.jp

+81-76-225-1371

※그 외의 일정은 여기

https://www.pref.ishikawa.lg.jp/muse/event/geigi_no_mai.html

겨울 강추 이벤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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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에는 세 곳의 

찻집거리(동쪽, 서쪽, 

가즈에마치)가 있고, 지금도 

게이샤들이 예능을 익히며 

옛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자와역에 인접한 

이시카와현립음악당에서는 

기간한정으로 

가나자와게이샤에 의한 

전통적인 무용이나 북연주, 

오자시키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공연이 개최됩니다. 

또한, 무료로 영어 

이어폰가이드도 대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나자와게이샤의 무용 5



최신정보최신정보

1875년부터 이시카와전통의 발효식품을 제공하고 있는 장수기업 상가로, 

무가문화와 지역민문화에 접하는 체험이 가능해졌습니다. 진검을 보면서, 

무가의 후손인 집주인이 검에 대해 해설해 줍니다. 희망자는 하카마를 입고 

모형검을 들고 기념쵤영도 가능합니다.(영어대응)

2019년 12월 20일(금)부터 2020년 2월 3일(월)까지, 종합안내,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위해,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은 

전관휴관합니다.　https://www.kanazawa21.jp/en/

매월 1일에, 가나자와역에서 하쿠이시에 있는 게타타이샤나 묘죠지를 두 번 

왕복하는 무료버스를 운행개시했습니다. 인연을 맺게 해 준다는 하쿠이시에 있는 

게타타이샤, 매월 1일에 국가지정 중요문화재인 하이덴(拝殿) 에서 개최되는 

쓰이타치무스비(초하루인연)에서 무료로 엔무스비기원을 받을 수 있고, 본당이나 

오층탑 등 국가중요문화재가 10채나 있는 묘죠지도 찾습니다. (묘죠지는 별도 

배관료가 필요). 더욱이 버스는 특별사양 대여버스인 「하나요메노렌 제2장」으로 

일본에서는 유일한 파도치는 해안을 차로 달릴 수 있는 지리하마 

나기사 드라이브웨이를 지나 가나자와역으로 돌아옵니다.  

●출발시간

●소요시간

●문의처

가나자와역 오전 7시 20분 출발

오후 1시 출발

4시간 30분 정도

게타타이샤

TEL: +81-767-22-0602

●실시일

●소요시간

●요금

●장소

●교통

●문의처

　예약

●기타

매월 1일
가나자와와 게타타이샤를
잇는 무료버스가 운행개시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이
전관휴관 현재, 월, 목, 금, 일요일로 주에 4편 상하이-고마쓰정기편이 2019

년 10월 27일부터 시작되는 겨울운항시간부터 화요일과 

토요일편이 증편되어, 일주일에 6편으로 운항합니다. 

상하이-고마쓰편
겨울운항부터 주에
6편으로 증편

지금도 숨쉬는 무가문화와 지역민문화체험지금도 숨쉬는 무가문화와 지역민문화체험

매일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

20~30분정도

2,000엔(세금포함) ※1드링크포함

시지마야혼포 야요이본점(가나자와시 야요이1-17-28)

JR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15분⇀누마타초 하차

TEL:＋81-76-241-4173

Mail: shijimaya@kabura.jp(사전예약필요)

옵션으로 발효식점심(세금별도 2,000엔, 1주일전까지 예약필요)

등도 준비됩니다. 지금도 살아숨쉬는 무가문화와 지역민문화체험은 

최대 15명, 발효식점심은 최대 24명까지 접수가능합니다. 

https://www.kabura.jp/contents/samurai/

●운행요일・운행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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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죠지게타타이샤

월•화•목•금•토•일

고마쓰상하이(푸둥)

9:30

상하이(푸둥)

15:35→ →12:35 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