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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o Satoyama Kaido (Free)
のと里山海道

겨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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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카와현 식문화체험

Komatsu Airport
小松空港
Kaga Onsen
加賀温泉駅
Kaga IC
加賀IC

이시카와의 커다란 매력의 하나는 미식.
이시카와현의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스팟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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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azawa
金沢駅

Komatsu
小松駅

Hokuriku
Expressway
北陸自動車道

Shirakawa-Go IC
白川郷IC

JR Hokuriku
Line
JR北陸本線

된장•간장공장 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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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자와시 오노지구는 에도시대로부터 전국 5
대 간장산지 중 하나였습니다. 하쿠산의
복류수나 노토의 소금을 사용하여 간장양조가
번성하여, 가가요리와 함께 발달해 왔습니다.
오노의 야마토쇼유미소에서는, 간장이나
된장만들기 해설과 간장담그기를 체험할 수
있는 투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게하마염전 제염체험

（1,000엔~3,80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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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토에서는 일본에서도 유일하게 500년 이상 옛부터
「아게하마식제염」방법이 전해지고 있어, 장인이 만든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부드러운 맛이 특징입니다. 스즈염전마을에서는,
여름철에는 제염체험을 할 수 있어 자신이 만든 오리지널 소금을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예약필요

야마토쇼유•미소

http://www.yamato-soysauce-miso.com/

（5~9월, 500엔~3,500엔）

예약필요
미치노에키 스즈염전촌(스즈시)

http://www.hot-ishikawa.jp/kanko/english/20021.html
지난 12월에는, 지구촌 고급호텔과 레스토랑 단체인 「릴레이 샤토」
가맹 세프가 스팟을 시찰한 후, “일본의 전통을 알 수 있었다.
최고의 경험을 했다”고 호평했습니다. 이시카와현에 오실 때는
이시카와의 식문화에 심취해 보시죠.

양조장견학
이시카와현은 하쿠산의 복류수와 양질의 쌀을 이용한
토속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양조장에서의
양조모습을 견학하거나 시음하실 수 있습니다.
양조장 견학시설
・소겐주조(스즈시) http://www.sougen-shuzou.com/
・가즈마주조(노토마치) http://chikuha.co.jp/
・후쿠미쓰야(가나자와시) http://www.fukumitsuya.co.jp/
・히가시주조(고마쓰시) http://www.sake-sinsen.co.jp/

세이하쿠사이축제의 히키야마 행사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에 3
2016년 12월, 이시카와현의 ‘세이하쿠사이축제’을 포함한 33의 ‘야마
(山)・호코（鉾）・야타이（屋台）행사’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금번 등록은 각지역의 문화의 세련됨이나 멋을
응집한 화려한 장식을 특징으로 한, 각지역의 지역사회의
무사태평이나 재난방재를 기원하는 ‘야마・호코・야타이’의 순행을
중심으로 한 제례행사가 전통적인 공예기술에 의해 수세기에 걸쳐
유지되고, 그 지역의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재료의 이용 등
노력에 의해 여러 대에 걸쳐 계승되어 온 것이 평가된 것입니다.

Travel + Leisure 50 Best Places to Travel in
2017에 가나자와가 선정 4
Travel + Leisure지가 발표한 「50 Best Places to Travel in 2017」의 한 곳으로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가나자와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http://www.travelandleisure.com/trip-ideas/best-places-to-travel-in-2017#intro

세이하쿠사이축제는, 매년 5월에
나나오시에서 열리며, 높이 12미터,
무게 20톤의 일본최대의 큰수레 세
대가 거리를 누빕니다. 방문객이 수레를
끌 수 있는 참가형 축제로, 젊은이들의
함성과 함께, 8미터나 되는 커다란
지레를 이용하여 커다란 수레를
방향전환하는 ‘쓰지마와시’라고 하는
모습은 최고의 볼거리입니다.

2017년 개최:

5월3일(수)~5일(금)

교통정보
와지마와쿠라온천 특급버스

하쿠산록 스키 급행버스

지역관광에 편리한 와지마와쿠라온천 특급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가나자와역과 하쿠산이치리노온천스키장,
하쿠산세이모아스키장을 연결하는 버스를 운행중입니다.

운행기간
운임 (편도)

~2017년 3월 26일(일)

운행일
운임

어른 1,500엔 어린이 750엔

●와쿠라온천→와지마
와쿠라온천버스터미널

8:50 12:30

와쿠라온천역전

9:00 12:40

하쿠산이치리노온천스키장/1,300엔
하쿠산세이모아스키장/1,080엔

사전예약
접수는
받지 않음

운행시간

2017년3월 12일(일)까지의 토・일・경축일

리즈너블스키쿠폰:버스왕복운임+리프트1일권
하쿠산이치리노온천스키장/어른 5,100엔 어린이 3,800엔
하쿠산세이모아스키장/어른 4,800엔
시간표

와지마역전 (와지마후랏토호무) 10:05 13:45
10:12

와지마누리회관

하쿠산이치리노온천스키장행
하쿠산세이모아스키장행

●와지마→와쿠라온천

가나자와역
동쪽입구
①승차장

무사시가
쓰지•
오미초시장

고린보
(아토리
오앞)

가타마치
(파시온앞)

각스키장

7:45
8:05

7:50
8:10

7:52
8:12

7:53
8:13

9:05
9:05

각스키장

가타마치
(파시온앞)

고린보
(아토리
오앞)

무사시가
쓰지•
오미초시장

가나자와역
동쪽입구
①승차장

16:30
16:30

17:42
17:22

17:43
17:23

17:45
17:25

17:50
10:30

와지마역전 (와지마후랏토호무) 11:00 14:00
와쿠라온천역전

12:05 15:05

와쿠라온천버스터미널

12:15 15:15

사전예약
접수는
받지 않음

하쿠산이치리노온천스키장행
하쿠산세이모아스키장행

적설부족•날씨•스키장의 사정에 따라 운휴할 수도 있습니다.

묘죠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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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이시에 있는 묘죠지절은 1294년에
건립된 호쿠리쿠의 니치렌의 본산으로
경내에는 10채의 국가중요문화재가
있습니다. 묘죠지절까지는 하쿠이역에서
매일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쿠이역→묘죠지절:
9:40출발／12:05출발／13:50출발
●묘죠지절→하쿠이역:
11:35출발／13:10출발／15:20출발
사전 연락 주시면 정해진 시간 외에도 출발가능

가나자와시내경유
고마쓰공항리무진버스
가나자와역과 고마쓰공항을 연결하는 리무진버스 중에
가나자와시내 중심부를 경유하는 편리한 편을 운행중입니다.
운행경로

운임 (편도)

고린보, 무사시가쓰지•오미초시장,
가나자와역서쪽입구~고마쓰공항
어른 1,130엔 어린이 620엔

운행시간에 관해서는 여기를
http://www.hokutetsu.co.jp/en/en̲airport

사전예약
접수는
받지 않음

신착정보
면세수속일괄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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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쓰공항 외와교환기

가나자와시내 중심부에서 쇼핑할 경우 면세수속일괄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고린보다이와
1층 인포메이션 10:00~19:30
고린보, 가타마치, 다테마치 상점가의
가맹점에서의 구입액 합계가 5천엔
이상의 경우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이테쓰에무자
1층 구로몬코지면세창구
10:00~19:30
무사시, 히코소, 요코야스에초, 오와리초,
오미초상점가의 가맹점에서 구입액 함계가 5
천엔 이상의 경우, 면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마쓰광항에서 미국달러, 유로, 대만달러 등
외화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어, 이시카와현내의
관광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영업시간
장소

이시카와출발 당일투어는
「Treasures in Japanese
optional tours」로 검색
이시카와현을 포함한 전국 당일투어를 소개하는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옛찻집에서의 게이샤의 퍼포먼스감상이나,
화과자만들기 등, 이시카와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메뉴가
다양하니, 이시카와현을 여행하실 때는 꼭 체크해 보시죠.ㅤ

https://www.opt-tours.jp/JPsightse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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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7시~오후 9시
고마쓰공항터미널빌딩 1층

취급외화
●외화→엔화 (지폐에 한함):
한국원, 미국달러, 유로, 중국원, 대만달러,
호주달러, 싱가폴달러, 영국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위스프랑

●엔화외화 ( 팩으로 판매):
한국원(200,000), 미국달러(200,400), 유로(200),
중국원(1,000), 대만달러(4,000), 호주달러(300),
싱가폴달러(200)

특집

가가요리와 요정
(요릿집)문화

풍부한 이시카와의
식문화
에도시대（1603˜1868년）에 현재의 이시카와현을 통치하고 있었던
가가번 마에다가문은 많은 재산을 인재육성과 문화장려에 사용하여,
다양한 전통공예나 전통문화가 발전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가가요리」로, 다양한 식재나 요리사의 예술적인 조리기술, 섬세한
배려심이 특징입니다.
이시카와현내에는 역사를 지닌 고급요릿집이 다수 자리하고 있어,
많은 여행자들께서 전통적 가가요리를 드시기 위해 찾고 계십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시카와의 식문화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도록 가가요리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리적조건도
가가요리의 특징
이시카와현은 산과 바다에 둘러싸여 있어, 신선한 식재가 풍부하며,
가가평야는 비옥하여 쌀이나 야채가 풍부해서, 식문화가 발전하기에
최고의 로케이션입니다. 더욱이, 일본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남쪽지역에서 생산가능한 작물과, 북쪽지역에서 생산가능한 작물을 모두
갖춘 「식재의 보고」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가요리의 특징 중 하나는 ‘호쾌함’입니다. 이시카와현은
관서지방과 관동지방의 중간에 위치해 있어, 가가번의 시조인 마에다
도시이에는 주군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영향을 받아 교토풍의 문화를
수용했지만, 시대의 흐름과 함께, 막부가 있는 에도의 무사문화도 수용해,
점차 독자성이 더해갔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가요리의 높은 수준과 요리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요리사들의 노력입니다.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를 요리에 맞게 사용하는
기량 또한 식문화의 하나라 말할 수 있습니다. 대대로 다도를 즐겼던
마에다 가문은, 다도회에서 차도구를 비롯한 찻잔, 꽃꽂이 등을 장식하고,
가이세키라 불리는 요리를 준비해 손님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요리사들이 모였으며 대대로 전통과 기량을 전수하여, 전통적인
「가가요리」의 발전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문화적 측면도 겸비
고급요릿집에서는 요리와 함께 「공간」을 만끽. 호사스런 찻그릇,
마음이 차분해지는 다타미방, 장식된 물건들⋯. 요릿집을 문화의
레벨까지 끌러올리는 이런저런 요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요릿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는, 전통공예인 구타니야키도자기나
와지마누리칠, 가나자와칠기, 야마나카칠기 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역사가 있는 요릿집에는 역대의 집주인들이 수집한
도자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귀중한 명품을 아끼지 않고 요리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품을 체감할 수 있는 것도 요릿집의
매력입니다.
건물도 볼거리입니다. 게이코의 퍼포먼스를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붉은색벽이 지금도 남아 있으며, 보다 특징적인 것은 무사들이
좋아했던 가나자와의 독자적인 군청색벽입니다. 군청벽이 있는
요릿집도 있으니 옛무사들이 즐긴 군청벽을 감상해 보심은 어떨가요.

부담없이 요릿집 체험

「백만석의 보석」

요릿집을 즐겨찾지 않는 분들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도록,
18곳의 요릿집이 참가한 캠페인에서는 봉사료 등을 포함한
통일된 안심가격으로 가가요리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캠페인 통일가격:중식 10,000엔/석식 20,000엔
참가점포 정보는 여기를

http://www.kanazawa-ryotei.jp/kag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