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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을 대표하는 전통공예 금박. 에도시대 가가번의 

공예진흥책에 의해, 금박제조가 장려되었고, 장인들의 높은 

기술력과 금박제조에 맞는 기후, 수질이 부합되어 양이나 

질에 있어서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현재는 전국 생산량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긴카쿠지(金閣寺)나 닛코의 도쇼구

（東照宮） 등의 건축물을 포함한 불단, 불구, 칠기 등의 

공예품에도 널리 애용되고 있습니다. 

■ 하쿠자본점

 히가시찻집거리에서 도보 10분

 9:00~18:00 무휴

 http://hakuza.co.jp/english/index.html

최고급 금박 4만장을 사용하여 장식한 황금 다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자 화장실은 순금박, 남자 화장실은 백금박으로 

호화찬란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외벽을 순금과 백금을 합금한 

‘순금백금박’으로 마무리한 ‘황금의 

곳간’은 필견입니다. 

금박을 수천장 붙인 

‘금박의 공간’에 

가가번 초대번주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소장한 갑옷과 

투구의 복원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히가시찻집거리의 금박가게 ‘하쿠이치’에서는, 

금박 1장을 모두 사용한 호화로운 

‘금박소프트크림’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금박을 입혀 오리지널 

작품 제작.

■ 금은박공예 사쿠다

 히가시찻집거리

 9:00~18:00 무휴

 체험료:600엔~

 인원:~50명 

 시간:약60분 

■ 금은박공예 사쿠다

 히가시찻집거리

 9:00~18:00 무휴

 http://goldleaf-sakuda.jp/en/

■ 하쿠자 히카리쿠라

 히가시찻집거리

 9:00~18:00 (동계는 ~17:30)무휴

■ 하쿠이치 하쿠코칸

 가나자와니시인터체인지 근처·

가나자와시 중심부에서 차로 20분

 9:00~18:00 무휴

 http://www.hakuichi.co.jp/en/

■ 가나자와 가타니

 오미초시장에서 도보 5분

 9:00~17:00 12/30~1/3 휴무

 체험료:900엔~  

 인원: ~40명

 시간:약60분 

■ 이마이금박히로사카점

 가나자와21세기미술관 옆

 10:00~18:00 정기휴일 월요일

 체험료:600엔  

 인원: ~5명

 시간:약5분 

금박은 금괴를 녹여, 1만분의 1밀리까지 

펴서 만듭니다. 시내 금박가게에서는, 

금은박을 얇게 펴는 ‘하쿠우치’라는 

공정이나 얇게 편 금박을 정사각형으로 

가지런히 자르는 ‘하쿠우쓰시’ 등 숙련된 

장인의 솜씨를 견학하실 수 있습니다.  

황금 갑옷과 투구황금 다실

황금의 화장실

황금의 곳간

금박을 
체험해 
본다 

금박을 
안다 

금박 체감

(바라보고, 

체험해 보고, 

맛본다) 스팟 특집

금박 체감

(바라보고, 

체험해 보고, 

맛본다) 스팟 특집

금박 체감

(바라보고, 

체험해 보고, 

맛본다) 스팟 특집

금박을 
바라본다 

예약필수 예약필수 예약불필요

금박을 
맛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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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에 

걸쳐, 오쿠노토·스즈시를 무대로 ‘오쿠노토 

국제예술제’가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시내의 ‘곶’이나 옛역사, 공공시설, 빈집 등을 

무대로, 국내외의 최첨단 아티스트들에 의한 

약 50의 작품프로젝트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호쿠리쿠 최대급 
이온몰 오픈

호쿠리쿠최대급 ‘이온몰 신고마쓰’가 

오픈했습니다. 패션 등 전문점 약 160점포가 

있으며, 호쿠리쿠의 음식을 만끽하실 수 있는 

레스토랑 거리, 우리고장 출신 작가에 의한 

구타니야키도자기를 배합한 모뉴먼트 등 

볼거리가 많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는 

스팟입니다. 고마쓰공항에서부터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공식HP: http://shinkomatsu-aeonmall.com/

(일어페이지)

가나자와마라톤 2017 
참가자 접수개시

금년에도 가나자와의 매력을 만끽하기 위해 국내외로부터 많은 

런너가 참가하는 가나자와마라톤이 열립니다. 해외로부터 참가는 3월

1일부터 참가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신 착 정 보

‘오쿠노토 국제예술제’‘오쿠노토 국제예술제’
가 개최됩니다.

올 가을 

가나자와마라톤 2017
■ 개최일시: 2017년10월29일(일) 8:50스타트/15:50 종료

■ 코스: 가나자와시 히로사카도로(시이노키영빈관앞)를 출발하여, 

이시카와현 세이부녹지공원 육상경기장을 결승선으로 

하는 코스.

■ 참가자격: 1999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자

■ 참가료: 10,000엔

대회공식HP:
http://kanazawa-marathon.jp/outline/english.html

예술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패스포트. 패스포트 

제시로 음식점, 숙박시설, 이벤트 할인 등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하순부터 예매권 판매개시. 

각종 플레이가이드 등에서 취급예정.

작품감상패스포트

참가 아티스트 등 자세한 사항은 확정되는 대로 

발표하오니, 공식HP를 클릭해 주십시오.

가격표기:당일권/예매권

일반:2500엔/2000엔

고교생:1000엔/800엔

초중생:500엔/300엔

공식HP: http://oku-noto.jp/en/

NEW OPEN

NEW OPEN 무사관 오픈
전통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무사관’이 겐로쿠엔 

근처에 오픈했습니다. 시설내에는 갑주나 

에도시대의 의상 착용 체험, 전통예능 연습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NEW OPEN



노무라가문스마트스팟 

무사가 엮은 
역사를 접하는 여행 

이시카와현은, 17~19세기는 가가번이 문화진흥에 힘써, 전쟁의 피해가 없었으므로, 지역 곳곳에 무가의 문화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번주인 마에다가문이나 무사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스팟을 찾아, 무사 시대로 타임슬립해 보심은 어떨까요.

이시카와현을 통치한 가가번 마에다가문은, 

도쿠가와막부에 잇는 세력을 과시, 약2만의 

무사가 성밑마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정중앙에 가나자와성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정치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가나자와성은 번의 시조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축성한 이래, 280년간 변함없이 마에다가문의 

성, 무가의 거점으로써 역대 번주가 군림해 

왔습니다. 

가나자와성의 심벌 이시카와문은, 화재로 소실 

후 30년 지난 1788년에 재건된 모습으로 현재도 

성하를 지켜보고 있으며, 성내에 남은 마에다 

시대의 유산 중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성문이기에 방어나 쳐들어오는 적을 공격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미관이나 권위를 고려한 

뛰어난 디지인입니다. 이시카와문에서 

산노마루광장을 향하고 있으면, 메이지시대에 

육군의 병영이었고, 전후에 가나자와대학 

캠퍼스였던 역사를 잊고, 에도시대로 

타임슬림해 가가번의 무사가 번주를 뵙기 위해 

등청하는 착각에 빠질 것입니다.

나가마치무가저택지
가나자와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나가마치무가저택지에는, 중하급무사의 

저택이 남아 있으며 토담이나 용수, 돌길이 남아 있는 거리를 통해 풍취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가루(足軽)라고 하는 하급무사의 저택을 

보존한 자료관입니다. 타지역의 하급무사는 

장옥(長屋)에서 거주했는데, 의리를 중시하는 

이 지역의 번주인 마에다 도시이에는 

하급무사에게도 저택을 부여했습니다. 

노무라가문과 비교를 해 보면, 같은 무사라 

하더라도 신분의 격차에 따라 생활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30~17:00

가나자와성

12/26·27은 휴관

입관료:성인550엔 고교생400엔 초중생250엔

교쿠센인마루정원

이시카와문의 건너편에 펼쳐져 있는 

겐로쿠엔은 일본3명원의 하나로 

유명하지만, 또 하나 다이묘정원으로 

불리는 것이, 가나자와성공원의 

니노마루저택에 인접해 있는 번주 가족을 

위한 정원인 ‘교쿠센인마루정원’입니다. 

3대번주가 고저차를 이용하여 주위의 

돌담도 정원의 일부로 고안한 이색적 

정원입니다. 그 후에도 5대, 13대 번주 

등이 취향에 맞춰 정비를 하였으나, 

메이지 초기에 폐절. 그 후, 2015년에 140

년만에 당시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3/1~10/15 7:00~18:00 

10/16~2/28 8:00~17:00 

연중무휴 입장료 무료

스마트스팟 

대대로 가가번의 중직을 역임해 온 노무라가문의 저택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택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높고, 

정원에는 수령 400년 이상된 소귀나무나 곡수, 낙수, 명석을 

절묘히 설치해 놓아 볼만한 장소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의 정원전문지 일본정원랭킹에서 3위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4월~9월   8:30~17:30

10월~3월   8:30~16:30

아시가루자료관스마트스팟 

연중무휴 입관무료

먼저 여기부터  

무사 시대로 타임슬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