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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 Tetudou
のと鉄道

이시카와현
관광뉴스메일

Tokuda Otsu JCT
徳田大津JCT

Noto Satoyama Kaido (Free)
のと里山海道

Komatsu Airport
小松空港
Daishoji
大聖寺駅
Kaga IC
加賀IC

이시카와현은 하쿠산을 수원지로 하는 맑고 풍부한 복류수나 풍성한 대지속에서 수확되는
맛나는 쌀로 술을 빚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철 볼거리로 양조장에서의 양조모습
견학이나 시음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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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mizu
穴水駅
Wakuraonsen
和倉温泉駅
Nanao
6
七尾駅

Kanazawa
金沢駅

이시카와의 겨울, 토속주의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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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 Satoyama Airport
のと里山空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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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rakawa-Go IC
白川郷IC
Hakusan
Shirakawago
White Road
白山白川郷
ホワイトロード

① 이시카와현의 주조회사 소개(일례)
소겐주조
브랜드

宗玄（소겐）

1768년 창업 이후,
지역밀착형으로 술을
제조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고품질술로도 정평이
나있어, ‘다이긴조’는 ANA
국제선 퍼스트클래스에서
제공했었습니다.

샤타주조
브랜드

가즈마주조

1

竹葉（지쿠하）

브랜드

에도시대로부터 된장과
간장 양조를 주업으로 해
왔으나, 지금은
지역농가와의 계약재배로
‘노토의 쌀과 물,
노토주조기능자’에 의한
주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즈시 호류마치 소겐 24-22
http://www.sougenshuzou.com
(영어병기)

후쿠미쓰야

4

天狗舞（덴구마이）

브랜드

하쿠산을 바라보는 가가지역 평야에서 1823
년부터 ‘덴구마이’를 주조해 왔습니다.
원료인 쌀의 본래의 맛을 살려서, 뛰어난
효모를 키우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주조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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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군 노토초 우시쓰 헤 36
http://chikuha.co.jp/
(영어, 중문간체 페이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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福正宗（후쿠마사무네） 加賀鳶（가가토비）

창업 1625년,
가나자와에서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부하는
양조장입니다.
가가햐쿠만고쿠의 화려한
식문화를 배경으로
자연의 은혜를 중시하며
전통적 주조를 계승해
왔습니다.

가나자와시 이시비키 2-8-3
http://www.fukumitsuya.co.jp
(영어페이지 있음)

주조견학정보
주조하는 모습을 DVD로 보신 후, 백년수(百年水)나 양조장 내부를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시보리타테라는 갓짜낸 술이나 계절한정술을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하쿠산시 보마루마치 60-1
http://www.tengumai.co.jp
(영어, 중문간체 페이지 있음)

② 일본술은

왜 겨울에 주조하는가?

일본술은 11월부터 3월 사이에 주조합니다.
이유 1

일본술의 원료가 되는 술쌀의 수확시기가 가을이기 때문에

http://www.fukumitsuya.co.jp/english/
sakebrewery/index.html (영어)

③ 이시카와현내 토속주 매장 추천장소
가나자와지자케구라

3

JR가나자와역 안토내부
영업시간

8:30~20:00 연중무휴

양조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구하기 편했기 때문에
이유 2

이유 3

이전에, 겨울에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양조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구하기 편했던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많은 지방에
도지(주조기능자)집단이 많은 것도 이것이 이유입니다.

겨울의 낮은 기온이 발효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천천히 발효하면 상질의 술을 빚을 수 있습니다.
주조에 필요한 미생물이 활발히 움직이는 온도가 저온, 즉 겨울철입니다.

이시카와현내 35개의 주조사의 토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장내부에는 토주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고 원코인
(100엔)으로 토주를 드실 수 있습니다.
바코너가 있어 현내 각 토주의 맛을
비교할 수 있는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면세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정보
①도쿄・오사카로부터 호쿠리쿠지역으로
저렴하게 여행하실 수 있는 신상품이
발매됩니다!

오사카・도쿄
「호쿠리쿠 아치패스」

Kobe
神戸

JR서일본・JR동일본

이용기간

2016년 4월 1일~

판매일

국외판매:2016년1월2일~
일본국내판매:2016년4월1일~

Wakuraonsen
和倉温泉

대상지역

Toyama
富山

유효기간

「나리타・하네다공항에서 도쿄수도권지역」 및
「간사이공항에서 간사이지역」으로부터
호쿠리쿠지역으로, 호쿠리쿠신칸센 및 지역내의
특급/쾌속/보통열차의 자유석이용이 무제한

Kanazawa
金沢

（Osaka・Tokyo Hokuriku Arch Pass）
간사이나 수도권과 호쿠리쿠를 연결하는 편리한
JR패스 판매가 결정됐습니다! 수도권인 하네다・
나리타공항이나 간사이공항으로부터
호쿠리쿠지역까지 연결하는 호쿠리쿠신칸센이나
특급열차에도 탈 수 있는 자유이용권입니다.
도쿄도구내나 게한신(京阪神)지구의 JR도
자유이용할 수 있어, 간사이・호쿠리쿠・Osaka
도쿄를 관광하실 때 편리한
大阪
패스입니다.

판매자

Nagano
長野

Kyoto
京都
Nara
奈良

성인(12세 이상) : 24 000 엔
어린이(6~11세) : 12 000 엔
일본국내에서 구입할 경우,
성인 25,000엔, 어린이 12,500엔

금액

Tokyo
東京

Lake Biwa
琵琶湖

연속 7일간

Haneda Airport
羽田空港

구입자격

일본국이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국적사람으로 일본체재일이 90일 이내의
단기체재자

Narita
International
Airport
成田空港

Kansai International Airport
関西空港

착지형여행상품정보
② 가나자와시내관광 정액택시
(9:00출발, 3시간코스, 영어가능한
승무원대응) 3
(투어코드) PTX1CTAXI058B

③(가나자와역발착)세계유산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합장촌
순회1일 (영어가능한 승무원 동행) 5
(투어코드) BUS1C05612CCB

영어가 가능한 승무원과 순회하는 가나자와시내 3시간
관광택시입니다. 대절택시에 의한 이동이기 때문에 쇼핑물건이
많아도 편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내라면 관광루트를
당일에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나자와시내를 관광하실 때
이용하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16년3월31일(목)까지 매일
(12/31~1/3, 1/9~11, 3/19~21을 제외함)

이용가능한 인원

1~4인

이용요금

17,400엔/1대(세금포함)
※2일전까지 예약이 필요함

모임장소

가나자와미야코호텔, ANA
크라운프라자호텔가나자와, 호텔닛코가나자와,
가나자와토큐호텔, 가나자와하쿠초로호텔산라쿠,
모토유이시야

세계유산인 시라카와고와 고카야마합장촌을
1일에 관광할 수 있는 가나자와역발착
투어입니다. 고카야마의 명물인 「고카야마
두부정식」을 중식으로 드시고 수제센베이 체험을
포함합니다. 영어가 가능한 프렌들리한 가이드가
동승하니 안심할 수 있는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이용요금

추천코스
9:00 지정호텔출발
히가시찻집거리(30분)
겐로쿠엔(50분)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20분)
나가마치무사집터(30분)
오미초시장(30분)
12:00 호텔도착

2016년3월31일(목)
까지의 월·수·금요일
4인 이상일 때 실시
9,800엔/1인
어린이(6~11세)8,800엔/1인
※세금포함, 2일전까지 예약이 필요함

④ 부채제작체험과 찻집
(가이카로(懐華楼))
견학・금박말차 세트 3
(투어코드) ACT1CEACT013B

히가시찻집거리「가이카로」의 찻집견학과 게이샤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가이카로 오리지널 부채제작체험,
금박이 뿌려져 있는 말차와 화과자가 세트로 되어 있는
특별상품입니다. 가나자와의 자시키(사랑방)가 아니고는
느끼실 수 없는 체험이 듬뿍 있는 투어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16년3월31일(목)까지 매일
(12/5을 제외. 1월 이후에 제외일 설정 있음)

이용요금

4,300엔/1인(세금포함)
※2인이상 신청 가능

모임장소

가이카로 입구(9:00~15:30)

일정
9:00 가나자와역서쪽입구출발
시라카와고(90분)
중식:고카야마 두부정식(45분)
고카야마아이노쿠라 합장촌(60분)
센베이굽기체험(30분)
16:30 가나자와역도착

※②~④ 투어 관계 예약 및 문의처ㅤTEL：03-5796-5454（7:00~21:00）
기타 투어 정보→http://japanican.com/chubu

오픈 정보
①가나자와노야도 료쿠소네(緑草音)

3

②가가야별채 마쓰노미도리(松乃碧)

6

겐로쿠엔에서 차로 10분 정도, 숲에 둘러싸인 고지대에 위치한 「일본풍
오베르주」. 개인의 저택을 새롭게 꾸민 2층 건물에 객실 7룸이 있고, 1룸에
2명~4명, 최대 19명이 숙박할 수 있는 시설. 숙박요금은 1박 2식 포함 1인
4만엔~(소비세/서비스요금 별도)

2015년10월
오픈

2015년6월
오픈

와쿠라온천 가가야의 별채로서 오픈한 호쿠리쿠발 인클루시브 숙소.
관내시설이나 객실내에서의 음료요금은 모두 숙박요금에 포함됨. 21룸, 96명이
묵을 수 있는 여기에서만의 특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숙소. 숙박료는 1박 2식
포함으로 1인 4만엔~ (소비세/서비스요금 별도).

TEL: 076-208-3999

http://ryokusone.jp/

TEL : 0767-62-8000

http://www.matsunomidori.jp/#123

이벤트정보
③ 가나자와성·겐로쿠엔 라이트업
~겨울편~ 3
개최일: 2016년1월29일(금)~31일(일)
2월5일(금)~14일(일)
17:30~21:00
계절별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가나자와성・겐로쿠엔.
겨울철에는 조명받은 유키즈리에 의한 그야말로
환상적풍경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⑤설중 대형굴 축제 2016

8

개최일:2016년1월30일(토)10:00~16:00, 31일(일)9:00~15:00
아나미즈만「아스나로광장」을 이벤트장소로, 총연장 400미터 길이의 대형 숯불구이코너가
설치되어, 노토지역의 겨울의 미각인 「굴」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굴 1봉지에 1,000엔)
교통:가나자와역에서 JR나나오선으로 와쿠라온천역에. 와쿠라온천역에서 노토철도를
타고, 종점인 아나미즈역에서 하차 후, 도보로 10분「아스나로광장」
http://translate.google.co.jp/translate?hl=ja&sl=ja&tl=en&u=
http%3A%2F%2Fwww.town.anamizu.ishikawa.jp%2F （영어）

④눈사람축제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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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 2016년2월6일(토) 구와지마(桑島)지구
2월12일(금) 시라미네(白峰)지구
먹거리산책 15:00~, 라이트업 17:00~21:00
시라미네지구의 주민이 대소의 다양한 눈사람을 만들어 지역이
눈사람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눈사람에 불이 밝혀지면, 마을
전체가 환상적 분위기에 휩싸입니다.
교통:JR가나자와역에서 가가하쿠산버스(시라미네행) 승차, 약
2시간「구와지마온천」「하쿠산체험촌」하차

⑥ 야마나카온천「게장국」이벤트

야마나카온천 유게가도「마치비토타비비토테이(町人旅人亭)」

9

개최일:2015년11월1일(일)~2016년3월31일(목)10:00~11:30
야마나카온천의 겨울의 명물은, 선별한 식재를 사용한 「게장국」이벤트. 요금도 1그릇 200엔으로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으니, 꼭 드셔 보십시오.
교통:JR가가온천역에서 가가주유버스인 CANBUS 탑승, 「2번 야마나카온천기쿠노유・야마나카좌」
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