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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잡이

2013년 11월 6일, 즈와이가니(대게)와
고바코가니(암게) 잡이가 해금됩니다.
해금일은 대게를 사러 오는 이들로 오미초시장은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요리집이나 이자카야 등에서도 대게가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꼭 오셔서 대게의 진미를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대게잡이기간： 11월6일（수）～3월20일（목）
（「고바코가니(암게)」는1월 10일까지）

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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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이시카와의

가을
단풍정보報

파스텔색으로 물든 단풍을 이시카와현내 각지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단풍구경스포트를 소개하겠습니다.

하쿠산슈퍼임도

MAP-4

（이시카와현 하쿠산시～기후현 오노군 시라카와촌）
총연장33.3km의 장거리입니다만, 연간통행자의 4할이 10월에 찾는 최고의
인기스포트입니다.
◆ 통행기간 6월1일～11월10일
보통승용차3,150엔（2륜・보행자는 통행금지）
◆ 통행료
하쿠산임도 이시카와관리사무소ㅤ
◆ 문의처
TEL: 076-256-7341
http://hakusan-rindo.jp/

가쿠센케이

하쿠산슈퍼임도 ▲

MAP-5

（加贺市）
가가시에 있는 다이쇼지가와(강)의 청류 중, 구로타니하시 (다리) 로부터
고오로기바시 (다리) 까지 약 1.3km의 계곡. 계곡 양쪽으로 산책로가 있어
단풍구경을 하며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 단풍시기 평년11월 중순～11월 하순
「JR가가온천역」에서 가가온천버스·온천야마나카선（2번승차장）
◆ 교통
에서 30분 → 「야마나카온천 버스터미널 정류장」하차 후,
걸어서 10분
야마나카온천관광협회 TEL: 0761-78-0330
◆ 문의처

특집

올 가을은 운치있게 빛발하는 이시카와현을 찾아가 보자！

개최일

빛 발하는
논두렁

센마이다(千枚田)라는
천뙈기 논 야간개장

MAP-1

20,461개의 솔라LED 점등으로, 2012년 11월 14일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벤트 기간이 긴 관계로 겨울철 설경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점등은 어둠이
깔리면 켜지도록 제작되어 있습니다.

「빛발하는 논두렁」이벤트시기에는 임시버스를 운행합니다！
와지마역앞（후랏토호무）으로부터 임시버스를 운행합니다.
（16시20분˜17시50분／30분 간격）
◆ 승차요금：대인 500엔ㅤ소인 200엔

세계농업유산으로 등록된 와지마시(輪島) 「백미의 센마이다(천뙈기의 계단식논)」
의 환상적인 야경이 여러분의 발길을 멈추게 할 것입니다. 미국 CNN텔레비전
홈페이지의 「2012년을 상징하는 사진집」에 소개되는 등, 세계적으로 정평난
관광스포트입니다.

히가시 찻집거리

2013년 11월 9일(토)~2014년 3월 16일(일)

추천 야경스포트는⋯

MAP-2

에도시대 성하마을의 모습이 남아, 고즈넉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교 통

「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15분 →
「하시바초」에서 하차
※야간순환버스 운행구간

가나자와시는 2011년의 도시조명표창인

City People Light Award 2011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조명을 원활하게 활용하고 있는 도시에
대해 표창）에 있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전세계

시바야마가타 (호수)

3위로 선발되었습니다！

가가시에 있는 시바야마가타의 거대한 분수는, 밤이 되면
빛을 받아 환상적 광경으로 일변합니다.
◆ 교통
「JR가가온천역」에서 캔버스(바다코스)로 1시간 →
「가타야마즈온천·유노모토공원」에서 하차 후,
걸어서 5분

MAP-2

겐로쿠엔(兼六園)

MAP-3

「가나자와성·겐로쿠엔 야경ㅤ～가을 모습～」
지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단풍과 야경의 콜라보레이션은 꼭 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장）
◆ 개최일
11월16일(토), 17일(일), 23일(토·공휴일), 24일(일)
◆ 시간
17시 30분〜21시까지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15분 → 「겐로쿠엔시타」 에서 하차
（※야간순환버스 운행구간）

야간 순환 버스

MAP-2

가나자와에서 밤에 산책하실 때는 「야간
순환버스」 가 편리！ 차창 넘어로 보이는
야경이 고즈넉합니다. 또한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근처 스포트를 산책하는 것도
좋겠지요. 낮과는 다른 밤의 가나자와를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ㅤ매주 토요일 운행. 가나자와역 동쪽 1번승차장에서 출발
ㅤ（첫차：19시, 그 후 10분 간격으로 운행. 막차는21시 22분）
◆ 요금
ㅤ가나자와 야간순환버스 전용 자유승차권ㅤ300엔（대인·소인）
(1회 승차요금 대인 200엔, 소인 100엔입니다)
◆ 문의처
ㅤ호쿠리쿠철도주식회사 TEL: 076-237-5115
http://www.hokutetsu.co.jp/bus/lightupbus/

귀솔깃 정보 가을편

MAP-2

「가나자와마치노리 (자전거) 」
로 씽씽 가나자와 관광！
가나자와시내에 설치된 19개소의 대출/반환 지점
등에서 대출과 반환이 가능합니다.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또는 신분증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내에 있는 시티호텔
프론트에 문의해 주십시오.
◆ 요ㅤ금
1,000엔～(30분 연장마다 200엔 추가요금발생 ）
◆ 문의처
가나자와렌트사이클 마치노리 관리사무실
http://www.machi-nori.jp/

외국어판 팸플릿 있습니다！
▼ 영ㅤ어
http://www.machi-nori.jp/pdf/machinoriEnglishmap.pdf

▼ 한국어
http://www.machi-nori.jp/pdf/korean.pdf

▼ 중국어
http://www.machi-nori.jp/pdf/chinese.pdf

Pure

Japan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이시카와현은 역사적건조물과 현대식건축물이 공존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드문
지역입니다. 가나자와시의 「성하마을의 전통과 문화」가, 2012년 “중요문화적경관”으로 지정된 이유의

이시카와의 건축

하나는, 에도시대에 완성된 당시의 성하마을을 둘러싼 거리와 용수가 350년 이상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2회

이시카와현을 찾아주셨을 때는 역사의 풍취가 현대와 어우러진 보기드문 공간을 거닐어 보시길 바랍니다.

제

역사적건조물
사무라이집 노무라가문

MAP-2

오야마신사

가가번의 시조인 마에다 도시이에 (前田利家) 를 모시고 있는 곳으로 화

MAP-2

(和)·양 (洋)·한 (漢) 의 양식을 혼용하여 만든 이색적인 문이 있습니다.
글라스는 기야만바리라고 불리는 스테인드글라스로 되어 있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중류사무라이의 생활장소를 직접 걸으실 수 있습니다. 2003년 외국잡지인
「저널 오브 제패니즈 가덴」 에서 일본정원 랭킹 3위에 오르는 등, 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교통

「가나자와역」 에서 버스로 15분 →
「오야마마치」에서 하차

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
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란, 성하마을이나 슈쿠바마치 ( 宿場町 :숙박시설
운유시설이 갖추어진 마을), 어촌 등 역사적풍치를 형성하고 있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정한 지구입니다. 이시카와현에는 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한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가가시가가하시다테

◆ 입관료
◆ 입관시간
◆ 교통
◆ 문의처

또 하나의
「사무라이 집」

MAP-6

데라시마 구란도 가문

원래 반농반어로 생활했던 집락이지만, 18세기
중반부터 기타마에부네의 선주가 나타나, 점차
발전해 갔습니다. 그후, 증기선이나 철도운송이
발달했으므로 기타마에부네는 운송의 주역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하시다테에는
아직도 옛 기타마에부네의 선주나 호상들의 크고
화려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돌담이나 정원수 등의 모습은 옛날의
영광이 그리워짐과 동시에 구슬픈 옛 분위기가
감돌기도 합니다.

가가번의 중급무사인 데라시마 구란도의 집터, 구란도가 쓴
문서나 골동품 전시를 보시며 실제로 정원을 거닐 수 있습니다.

「기타마에부네(北前船)」 란？

500엔
10월～3월 8시반～16시반
「가나자와역」 에서 버스로 20분 → 「고린보」 에서 하차 후,
걸어서 10분
TEL: 076-221-3553 http://www.nomurake.com/

에도시대에서 메이치시대에 걸쳐, 홋카이도와 오사카를 왕복한 상선. 마치, “움직이는 바다의 마켓”
으로서 거만의 부를 가져왔습니다.

300엔
◆ 입관료
◆ 입관시간 9시 반～17시
「가나자와역」 에서 버스로 20분 → 「하시바초」
◆ 교통
에서 하차 후, 걸어서 5분

◆ 교통

「가나자와역」에서 전차로 25분 → 「JR가가온천역」에서, 가가순환버스인「캔버스 (바다코스)」
로 43분 → 「기타마에부네노사토 자료관 버스 정류장」하차

현대건축물
가나자와역·쓰즈미몬
두 개의 북을 세로로 세워둔
것 같은 보기 드문 형태의
건축물입니다. 2011년,
미국여행잡지「트레블·레저」
웹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베스트10에
올랐습니다.

MAP-2

©D. T. Suzuki Museum

가나자와 21세기미술관

MAP-2

스즈키 다이세쓰관

MAP-2

가나자와시 중심부에 위화감없이 어우러진, 유리벽으로 둥글게 제작한 현대미술관.
“정면입구” 라는 개념이 없고 여기저기에 있는 입구를 통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세계가 낳은 불교철학자인 스즈키다이세쓰(鈴木大拙)의 사색과 발자취를 널리 전하는
시설입니다. 전시보다 “공간”을 중시한 설계로 거닐다 보면 철학자 다이세쓰의 자취를
더듬을 수 있습니다.

유료존과 무료존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 주십시오.
◆ 입관료
◆ 입관시간 유료존（10시～18시）, 무료존（9시～22시）
「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 15분 → 「히로사카」하차
◆ 교통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 TEL: 076-220-2800
◆ 문의처
http://www.kanazawa21.jp/

300엔
◆ 입관료
◆ 입관시간 9시 반～17시
「가나자와역」 에서 버스로 30분 → 「혼다마치」 하차 후 걸어서 4분
◆ 교통
스즈키 다이세쓰관 TEL: 076-221-8011
◆ 문의처
http://www.kanazawa-museum.jp/daisetz/index.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