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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봄소식
추천 행사

1

일본의 봄의 풍불시는
「벚꽃」이지요. 이시카와의
봄을 만끽하실 수 있는
스팟을 소개해 드립니다.

Komatsu Airport
小松空港
Kaga Onsen
加賀温泉駅
Kaga IC
加賀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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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zawa
金沢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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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akawa-Go IC
白川郷IC

Komatsu
小松駅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가나자와성・겐로쿠엔
개화시기

Anamizu Wakuraonsen
和倉温泉駅
穴水駅
Nanao
七尾駅
3
Noetsu Expressway
能越自動車道

JR
Nanao Hokuriku Shinkansen
北陸新幹線
Line
JR七尾線

Noto Satoyama Kaido (Free)
のと里山海道

봄소식

6

가나
자와

1

4월상순-중순

칼 럼

도시락(벤토)문화

제철식재료를 사용한 도시락이나 에키벤(역에서
판매하는 도시락) 등, 도시락은 일본의 식문화중
하나이지요. 이시카와현의 현관인

일본 3대명원인 겐로쿠엔과 성하마을의

가나자와역에서도 다양한 도시락을 판매하고

심벌인 가나자와성에서는 400그루의

있습니다. 전차를 타기 전에 도시락을 사서

벚꽃이 그 자태를 뽐냅니다. 또한,

방법입니다. 또한, 일본에서는 봄이 되면

개화시기에 맞춰 약1주간의

도시락을 가지고 꽃놀이를 갑니다. 꽃놀이

전차안에서 드시는 것도 일본문화를 즐기는

장소를 세 곳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료개장(작년에는 4월5일-4월11일)과

역대의 번주가
성안에서 연회할 때
드신 메뉴를 현대풍으로
어레인지한 도시이에고젠

야간개장(18:00-)을 실시합니다.
교

통

가나자와역에서
성하마을주유버스로 약 20분
→겐로쿠엔시타・가나자와성에서 하차

http://www.pref.ishikawa.jp/siro-niwa/kenrokuen/e/index.html
사진:오토모로

가나
자와

사이가와하천부지
개화시기

가가
지역

4

4월상순-중순

벚꽃터널 같은 경치가 펼쳐지는
사이가와강변. 강변의 잔디밭에서 벚꽃을
감상하며 피크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교

통

가나자와역에서 호쿠테쓰버스로 15분
→가타마치 하차 도보로 약 10분

https://www.kanazawa-kankoukyoukai.or.jp/photo/detail_71.html

고마루야마 성지공원
개화시기

3

4월중순

초대 가가번주 마에다 도시이에가 축성한
고마루야마성지가 있는 공원으로, 약 200그루의
벚나무가 있으며, 왕벚나무, 겹벚나무,
수양벚나무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교

통

가나자와역에서 특급으로 51
→JR나나오역에서 도보로 10분

https://www.hot-ishikawa.jp/english/kanko/20034.html

기바가타공원
노토
지구

개화시기

2

4월초순

기바가타를 둘러싼 6.4킬로의 길에는 1,700
그루의 벚나무가 심어져, 볼만한 벚꽃터널을
연출합니다. 또한, 공원 북쪽에서 서쪽에 걸쳐,
「기바가타」 「벚꽃가로수」 「하쿠산」이 수놓는
절경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교

통

가나자와역에서 보통전차로 약35분
→JR아와즈역에서 도보로 약 20분

http://park18.wakwak.com/~kibagata/info.html

특 집

쉽게 일본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특집

샤미센체험

1

히가시찻집거리 근처에 있는 샤미센의
후쿠시마에서는, 게이샤가 춤을 출 때는 없어서는
안되는 샤미센의 제조공정을 보거나, 실제로 연주해
볼 수도 있습니다.
◆ 개최일시 매일 10:00-16:00(15:00접수종료)
※12월부터 2월까지 매주 화요일은 휴일
◆ 정기휴일 일요일・경축일, 제2・제4토요일
◆ 체험장소 샤미센의 후쿠시마
금 500엔(체험, 말차, 화과자 포함)
◆요

http://kanazawa-experience.com/program/shamisen-practice/

가가하치만오뚝이 그림그리기체험

1

가나자와의 전통공예 「가가하치만오뚝이」에 그림물감을 사용해
그림그리는 체험입니다. 남녀노소가 간단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개최일시

매일(휴관일 제외) 11:00-16-00(15:00접수종료)
※12월부터 2월까지 매주 화요일은 휴일

◆ 소요시간

약30분-

◆ 체험장소
금
◆요

이시카와현관광물산관2층
1,050엔

https://kanazawa-kankou.jp/en/#kagahachiman

도장만들기체험

1

연마제인 모래를 고압공기를 사용해 유리에 이름 등을 새겨넣는
오리지널 도장을 만드는 체험입니다.
◆ 개최일시

매일(휴관일 제외) 10:00-17:00(16:00접수종료)
※12월부터 2월까지 매주 화요일은 휴일

◆ 소요시간
◆ 체험장소

약40분-

◆요

1,880엔

금

이시카와현관광물산관3층

https://kanazawa-kankou.jp/en/#suna

노(能)가면극 착용체험

1

가나자와의 번주는 노(能)를 장려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노가쿠(能楽
)미술관에서는, 실제 가면과 장식을 착용하는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최일시
◆ 소요시간

10:00-16:00
10-20분

◆ 체험장소 가나자와노가쿠미술관
금 무료
◆요
(미술관입장료310엔)

https://www.kanazawa-noh-museum.gr.jp/english/

서도체험

1

일본부채에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를 붓을 사용해 쓰는 체험입니다.
영어가능스탭 상주.
◆ 개최일시
◆ 소요시간

휴일은 부정기적
1시간

◆ 체험장소
금
◆요

소후암
1,800엔

※아래의 양식으로 예약이 필요합니다.

https://www.kanazawa-sofuan.jp/calligraphy-reservation/

최신정보

겐조테・
가이카로 리뉴얼오픈 1

겐로쿠엔 가쓰라자카입구에 있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겐조테」가 세계적 건축가인 구마 겐고 씨에 의해 세련된
모습으로 변신했습니다. 계절별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로 가나자와의 공예문화와 식문화의
융합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치 가나자와시 겐로쿠마치 1-19
◆위
◆ 영업시간 1층/카페 10:00-16:30
2층/조식 8:00-10:30
(3월부터 11월까지 일요일한정)

중식 11:00-15:00
석식 17:00-21:00 (토요일한정)
◆ 정기휴일 화요일 ※계절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전화번호 +81-76-222-1600

「겐조테」의 자매점인 히가시찻집거리에 있는
찻집건축인 「가이카로」 1층 찻집공간도
「가이카로카페」로 다시 단장했습니다.

https://www.kaikaro.jp/eng/index.html

https://www.kenrokuen.jp/index.html（日本語のみ）

가나자와항 크루즈터미널이

2020년 봄에 완성

4

2020 오쿠노토 국제예술제
2020년9월5일(토)-10월25일(일)

5

근년 크루즈의 기항이 급증하고 있는 가나자와항에,

노토반도의 끝자락에 위치한 스즈에서, 지역전통과 세계의

새롭게 「가나자와항 크루즈터미널」이 완성되었습니다.

아티스트들이 모여 감성을 표현하는 오쿠노토국제예술제가 개최됩니다.

1층에는 크루즈선이 2척 동시에 기항했을 때도 대응할 수

지난 예술제로부터 3년이 지난 이번 국제예술제는 보다 나은 예술제를

있는 넓은 공간의ＣＩＱ・대기공간, 2층에는 가나자와항에

위한 노력을 통해, 일선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지역의 잠재력을 발굴해

대해 배울 수 있는 학습체험룸이나 세미나룸, 레스토랑,

나갑니다.

전망대가 부설되어 있습니다. 유리벽을 통해 항구의

https://oku-noto.jp/index-en.html
https://www.youtube.com/watch?v=dnCvLnMIfok&feature=emb_title

전망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가나자와시내호텔

신규오픈정보

◆ 다이와로얄호텔D-PREMIUM가나자와
https://www.daiwaroyalhotel.jp/en/kanazawa/?stt_lang=en

2019년10월1일오픈

◆ 호텔포르자 가나자와
https://www.hotelforza.jp/kanazawa/en/

2019년10월1일오픈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중앙
관광정보센터(가칭)가

2020년 봄에 오픈

1

도보로 관광을 즐기는 여행자을 위해 가나자와시
미나미초에 새로이 관광안내소를 오픈합니다. 새로운
관광안내소에서는 외국어가 가능한 스탭들이 상담, 제안,
수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하물을 맡기거나
택배접수, SIM카드 판매도 할 예정입니다.

◆ 아고라 가나자와
https://www.agora-kanazawa.com/en/

2019년11월1일오픈

◆ 헨나(이상한)호텔 가나자와코린보
https://www.hennnahotel.com/kanazawa-korinbo/

2019년12월24일오픈

◆ 도큐스테이 가나자와
https://www.tokyustay.co.jp/e/hotel/KZ/

2020년2월13일오픈예정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