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시카와현 관광 뉴스메일 2010년 겨울호 8제 호

숙박자에 한함

＜가나자와성 공원 쪽＞＜카페/레스토랑＞

■ 개최기간：2010년 5월 3일(월)~5일(수) 8:30~20:30 (마지막날인 5일은 18:00까지）

■ 오시는 길：JR가나자와역 동쪽출구에서 호쿠테츠(北鉄)버스 ‘노미시 데라이초샤마에(能美市寺井庁舎)’
     행을 타고 약 1시간 10분, 종점에서 하차

매년 5월3~5일에 열리는 구타니야키 축제. 매년 30만명이 넘는 도자기 팬들이 찾아옵니다. 

행사장에는 일상에서 쓰는 식기부터 공예작가의 작품까지 폭넓게 전시되어 있으며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구타니야키 차완 마츠리(도자기 축제)’
~이시카와현 노미시~ MAP-3

■ 개최기간：2010년 5월 13일(목)~16일(일) 

■ 오시는 길：고마츠 공항에서 고마츠역까지 버스로 15분

고마츠시에는 우하시 신사와 모토오리히요시 신사가 있습니다. 이두 신사의 봄 축제(5월 13

일~16일)를 ‘오타비(여행) 마츠리’라고 부릅니다.

8개 마을의 히키야마(曳山)가 전시되며, 그 중 두 대의 히키야마(曳山) 위에서 ‘어린이 

가부키(歌舞伎, 일본 전통의 가무극)’가 상연됩니다. 매년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축제를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오타비 마츠리’ ~이시카와현 고마츠시~ MAP-4

■ 개최기간：2010년 6월 4일(금)~6일(일)

※‘햐쿠만고쿠 행렬’은 6월 5일(토) 14시20분에 가나자와역 동쪽 출구를  

출발해서 17시30분에 가나자와성 공원에 도착합니다.

■ 오시는 길：고마츠 공항에서 가나자와역까지 버스로 약 60분

가가번(加賀藩, 지금의 이시카와현)의 초대 영주인 마에다 도시이에(前田利家)가 1583년 6

월 14일 가나자와에 입성하여 가나자와의 기틀을 만든 위업을 기리는 축제. 웅장하고 화려한 

‘햐쿠만고쿠 행렬’을 비롯해 400년 이상 이어져 온 전통행사가 펼쳐집니다. 소원을 적은 

등불을 강물에 띄워보내는 가가유젠 토오로나가시, 춤을 추며 거리를 행진하는 햐쿠만고쿠 

오도리나가시, 횃불을 켜놓고 전통 가무극을 상연하는 타키기노우(薪能), 햐쿠만고쿠 다회

(茶会)등이 개최됩니다.

‘가나자와 햐쿠만고쿠(百万石) 마츠리’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 MAP-5

시이노키 영빈관 MAP-1

■ 문 의 처：076-234-3800(가나자와성 겐로쿠엔 관리사무소）

이모리보리(해자)와 가호쿠몬(門) 완성
(가나자와성 공원 정비） MAP-1

가나자와성의 외곽에 개천을 파고 물을 채워서 적의 침입을 막는 해자 중의 

하나인 ‘이모리보리’의 복원이 4월 10일에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가나자와성의 

실질적인 정문이었던 ‘가호쿠몬’도 복원되어 4월24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일본어)http://www.pref.ishikawa.jp/siro-niwa/

■ 기    간：2010년 4월 3일부터（연간 76일 공개 예정）

■ 시    간：9:30~15:30

■ 문 의 처：076-234-3800（가나자와성 겐로쿠엔 관리사무소）

가나자와성 중요문화재 특별공개 MAP-1

‘이모리보리’와 ‘가호쿠몬’이 완성된 것을 계기로 역사유산인 ‘가나자와성 

이시카와몬(石川門)’과 ‘가나자와성 산짓켄나가야(三十間長屋)’의 특별공개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과 정원의 자원봉사자’가 있어 내부를 설명해 줍니다. 

(일본어)http://www.pref.ishikawa.jp/siro-niwa/

■ 입 장 료：무료

■ 오시는 길：JR가나자와역에서 버스로15분, ‘겐로쿠엔시타’ 버스정류장 하차 도보 1분

■ 문 의 처：076-225-1538（이시카와현 관광추진과）

가나자와성 겐로쿠엔 라이트업 ‘사계절 이야기’ MAP-1

가나자와성과 겐로쿠엔을 화려하게 라이트업하는 ‘사계절 이야기’는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손님맞이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름~   6월5일(토)~6일(일) 19:00~21:00

~가을~   10월8일(금)~10일(일) 18:30~21:00

             11월20일(토)~23일(화) 17:30~21:00

~겨울~   2월4일(금)~6일(일), 2월10일(목)~13일(일) 17:30~21:00

(일본어)http://www.hot-ishikawa.jp/shiki/

옛 이시카와 현청을 리뉴얼한 ‘시이노키 영빈관’이 

４월 10일 오픈했습니다. 정면에는 수령 300년이 

넘는 시이노키(구실잣밤나무)와 1924년에 건축된 

벽돌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고, 반대쪽은 전면이 

유리로 된 현대적이며 개방적인 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종합 안내소와 회의실, 갤러리를 

비롯하여 미슐랭 가이드(Michelin Guide)에서 별3

개를 받은 프랑스의 ‘폴 보큐즈(Paul Bocuse)’와 

도쿄 ‘히라마츠’의 ‘쟈르뎅 폴 보큐즈(Jardin Paul 

Bocuse)’가 각각 레스토랑과 카페를 열었습니다. 

옛 지사실(知事室)을 개조한 레스토랑에서는 

이시카와현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한 프랑스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 개최기간：2010년 5월 3일(월)~5일(수)

■ 오시는 길：JR가나자와역에서 나나오역까지 특급열차로 약50분

노토에서 가장 성대한 봄 축제. 높이 12미터, 무게20톤, 바퀴 지름이2미터나 되는 거대한 

히키야마(曳山, 대 위에 화려한 장식을 하고 끄는 수레)가 거리를 행진합니다.

‘세이하쿠사이(靑柏祭)’ 
~이시카와현 나나오시/국가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 MAP-2

시이노키 영빈관 OPEN 봄 축제 정보톱 뉴스

픽업

토픽

＜정면＞

레스토랑과 카페에 관한 문의: 

(주) 쟈르뎅 폴 보큐즈

■ 개관시간：9:00~22:00

■ 휴 관 일：연말연시（12/29~1/3）

■ 문 의 처：076-261-1111（시이노키 영빈관）

(일본어)http://www.shiinoki-geihinkan.jp/index.html

■ 문 의 처：076-261-1161

(일본어)http://www.hiramatsu.co.jp/

＜카페/레스토랑＞

＜겐로쿠엔＞

MAP-6
하쿠산(白山) 슈퍼 임도(林道) 편도요금 지원
［7월 1일~11월 10일까지］

이시카와현 하쿠산시와 세계유산 시라카와고(白川鄕)갓쇼무라(合掌村,합장촌)를 잇는 

총 길이 33km에 달하는 하쿠산 슈퍼 임도를 무료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대형버스(편도 21,000엔)로 슈퍼 임도를 통행하고 가가/하쿠산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편도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쿠산 슈퍼 임도에서는 ‘일본 폭포 100

선’에 뽑힌 우바가타키(姥ヶ滝)를 비롯하여 너도밤나무 원생림, 고산 식물 등 여러 가지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http://www.kaga410.com/

MAP-7노토 유료도로 전액 지원［7월 2일~10월 2일까지］

대형관광버스(전구간 편도 4,210엔)로 노토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노토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할 경우, 통행요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또한 승용차 및 렌터카로 노토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노토 지역의 숙박시설에서 

숙박했을 경우,숙박시설에서 1,180엔(편도요금) 분의 ‘미치(도로) 카드’를 드립니다.

(일본어)http://www.hot-ishikawa.jp/notoha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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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하쿠사이＞＜구타니야키＞

＜가나자와 햐쿠만고쿠 마츠리＞

＜오타비 마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