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와지마누리／야마나카 칠기

3838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나무의

따스함과 옻의 감촉을 느껴 보자.

Feature

전통공예

7개의 매력을 알면

이시카와의 여행이 100배는 즐거워진다.

P.371

역사 P.412

먹거리 P.433

풍경 P.454

자연 P.475

온천 P.496

이벤트 P.517

구타니야키 도자기의 특징은 다섯 가지 

색깔-빨강, 노랑, 초록, 보라, 군청-의 물

감을 두껍게 바르는 채색법에 있다. 산수, 

화조와 같이 회화적인 무늬를 그리며 강한 

인상을 준다. 3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갈고 닦은 기술을 바탕으로 수많은 장인이 

출현하여 그 장인들이 만든 그릇과 장식

품이 세계 각지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요시다야 가마의 빨간색을 사용하지 

않는 푸른 구타니야키와 미야모토야 가마

의 빨갛고 금을 사용하는 붉은 구타니야

키가 유명하다.

와지마누리는 초벌칠을 두껍게해서 튼튼

하고 아름다움을 양립시킨 와지마시에서 

탄생한 칠기를 가리킨다. 특히 규조토를 

물에 풀어서 한번 굽고나서 가루로 낸 것을 

옻에 섞어 초벌칠을 하는 것이 와지마누

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시카와현 와지

마에서 에도시대에 기술이 확립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외국에도 널리 알려진 일본을 

대표하는 전통공예로 자리잡았다.

구타니야키
오랜 세월에 걸쳐 완성된 장인의

기술이 명품으로 태어난다.

갈고 닦은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수많은 명품이 이 곳, 
이시카와에서 탄생한다.전통공예
갈고 닦은 전통 기술로 만들어진
수많은 명품이 이 곳, 
이시카와에서 탄생한다.전통공예

체험시설안내

●가가 햐쿠센가이 햐쿠센 공방

와지마누리의 나무틀 만들기에서 옻칠 및 채색, 금

박넣기 등의 각 공방이 모여있는 교류시설이다.

체험시설안내

●와지마 공방 나가야

・체험　  1,500엔～
 　9:00-18:00(동계9:00-17:00)　　수요일

　 0768-23-0111　URL www.ringisland.jp/nagaya

구타니야키 자료관의 별관. 물레 및 채색도구, 가마 

등이 있어 입장객이 도예에 친숙해 질 수 있다.

●노미시 구타니야키 도예관

・빚기체험　  2,000엔～
・채색체험　  500엔～
 　9:00-17:00
 　월요일

 　0761-58-6300
URL www.kutaniyaki.or.jp

흙 조합에서 채색에 이르기까지의 작업 과정을 견학

할 수 있다. 채색해서 자기만의 오리지널 작품을 만

드는 코너도 있다.

●구타니 고센 가마

・채색 체험　  1,050엔～
 　9:00-17:00　　1/1
 　076-241-0902
URL kimassi.net/kousenkama/kousenkama.html

와지마누리

에도시대 말기에 목공이 고안한 '물레 깍

기' 기술은 야마나카 칠기의 가장 큰 특징

이며 전국에서 제일가는 물레깎기 산지인 

야마나카를 지탱하고 있다. 또한 개화기

가 되면서 합성수지를 소재로 한 싸고 튼

튼한 근대칠기를 도입, 새로운 라이프 스

타일에 맞는 식기를 개발하여 전통칠기와 

더불어 생산액 일본 제일인 칠기산지로 

발전하였다.

약 13만평이나 되는 푸른 구릉지에 에도와 메이지 시대

의 민가를 이축시킨 전통공예마을. 와지마누리, 가가유

젠(기모노 염색), 구타니야키, 유리공예 등 견학과 체험

이 가능하다.

체험시설안내

●유노쿠니노모리

・칠기 채색체험 　 1,000엔～
 　8:30-17:00(동계9:00-16:30)　　무휴

　 0761-65-3456　URL www.yunokuni.jp/mori
※체험은 이외에도 와지마누리, 가가유젠, 구타니야키

　등 많음.

야마나카 칠기

37

구타니야키의 채색과 물레 돌리기, 모양 빚기 등의 

체험이 가능하다.

・물레 돌리기　  2,800円～　・채색　  800엔～
 　9:00 - 18:00　　화요일

　 0761-75-1827
URL www.tabimati.net/db_view.php?id=184

P.17 B-1

P.15 C-1 P.29 B-2 P.17 B-2

P.17 A-2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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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나자와의 문화에 어울리는 샤미센과

화과자, 다도 등을 체험하자

가나자와 금박
전국 생산고의 99%를 차지하는 금박,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느껴보자

기후가 금박 제조에 적합하고 물이 좋은 가나

자와는 일본의 금박 생산량의 99%를 차지하

는 산지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경

험과 기술이 뛰어난 금박 제조기술로 승화되

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금은박은 미술 공예품에 

활용되어 가나자와의 문화를 지탱하여 왔다. 

가나자와가 세계에 자랑하는 전통적인 기술

은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금 병풍 및 금은박 공예품, 그리고 미용 기름종이 등 

많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체험시설안내

●금은박공예 사쿠다

　 600엔～
 　9:00-15:00（1일4회）　　무휴

　 076-251-6777　URL www.goldleaf-sakuda.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금박 제조과정을 견학할 수 있으며 금박 붙이기 체험

이 가능하다. 또한 오리지널 금박 방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

●하쿠이치 본점 하쿠코칸

39 4039 40

이시카와의 전통공예 중 하나인 가가유젠을 전시, 판

매하고 있다. 가가유젠을 입어보는 체험과 손수건 염

색체험을 통해 가가유젠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

는 시설이다.

가가유젠은 '가가 오채'이라 불리는 군청, 연지, 

황토, 초목, 고대 보라를 바탕으로 한 색채와 

'흐림'과 '벌레먹음' 과 같은 기법으로 사실성

을 높여, 차분하고 품위있는 직물염색으로 발

전해 왔다. 도안 구성과 같은 교유젠(교토의 염

색)에 비해 중후하고 회화적인 것은 무사 사회

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일 것

이다.

가가유젠
사실적인 표현이야말로 가가유젠의 미학

체험시설안내

●가가유젠 전통산업회관

・기모노 입고 사진 촬영　  1,500엔

 　9:00-17:00　　수요일

 　076-224-5511　URL www.kagayuzen.or.jp

1층은 샤미센을 판매하고 2층에서는 샤미센을 만드

는 공정을 볼 수 있다. 또한 샤미센의 악보가 마련되

어 있어 초보자도 연주해 볼 수 있다.

체험시설안내

●샤미센의 후쿠시마

・체험　　300엔

 　10:00-16:00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6-252-3703
※체험은 사전 예약제.

가가유젠 기모노 및 공예품, 그리고 제조과정과 역사자료

를 전시하고 있으며, 채색체험, 입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나가마치 유젠관

중세시대의 평면도를 보고 복원된 지금의 시구레테 

정자는 다도회 및 정원을 보며 쉴 수 있는 장소로 인

기를 모으고 있다.

●겐로쿠엔 시구레테

・다도체험  말차 　  700엔(화과자 포함), 

　　　　   녹차 　  300엔(화과자 포함)

 　9:00-16:30　 　무휴

　 076-234-3800
※20명 이상은 예약제

계절별 과자와 공예과자, 도

구를 전시. 이시카와현의 과

자문화를 마음껏 느낄 수 있

다. 그리고 화과자 만들기 체

험도 할 수 있다.

●이시카와현 과자문화회관

3종류의 공예체험이 가능하다.

【화과자 만들기 체험】토, 일, 공휴일에 개최, 

【유리공예체험】매일 개최, 

【가가 오뚝이 채색체험】매일 개최.

●이시카와현 관광물산관

・기모노 대여 1일　　4,000엔 외
 　9:00-17:00　　무휴

 　076-264-2811
URL www.kagayuzen-club.co.jp

이미지

P.10 A-3 P.5 C-1 P.12 B-2

P.10 A-2

P.9 B-1

P.12 B-2

P.12 B-2

P.13 B-1

오래된 금박 메이커 직영점에서 금박 붙이기를 체험. 

그릇과 도시락에 금박을 디자인해서 붙이는 재미있는 

체험이다.

●가나자와 가타니

　 900엔～
 　9:00-17:00　　12/30～1/3
　 076-231-1566　URL www.k-katani.com
※체험은 사전 예약제.

P.9 B-1

 　800엔～
 　9:00-18:00　　1/1
 　076-240-8911　URL www.hakuichi.co.jp

금박 누르기 교실을 통하여 당시 가나자와가 키워 온 

금박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하쿠자 게이코도코로 P.10 A-3

　 600엔～
 　10:00-16:30（1일6회）
　 일, 월, 공휴일

 　076-252-3641　URL www.hakuza.co.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화과자 만들기 체험　 1400엔

　 9:30-17:00　　수요일

　 076-221-8366　URL www.kashikaikan.or.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20명 이상 단체에 한함.

・화과자 만들기 체험　　1,200엔、
・유리공예체험　　1,500엔～
・가가 오뚝이 채색체험　　1,000엔

 　10:00-18:00　　동계만 화요일 휴관

　 076-222-7788　URL kanazawa.ftw.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기타
가나자와의 문화에 어울리는 샤미센과

화과자, 다도 등을 체험하자

가나자와 금박
전국 생산고의 99%를 차지하는 금박, 장인의

숙련된 기술을 느껴보자

기후가 금박 제조에 적합하고 물이 좋은 가나

자와는 일본의 금박 생산량의 99%를 차지하

는 산지이다. 그리고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경

험과 기술이 뛰어난 금박 제조기술로 승화되

어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금은박은 미술 공예품에 

활용되어 가나자와의 문화를 지탱하여 왔다. 

가나자와가 세계에 자랑하는 전통적인 기술

은 이 시대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다.

금 병풍 및 금은박 공예품, 그리고 미용 기름종이 등 

많은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체험시설안내

●금은박공예 사쿠다

　 600엔～
 　9:00-15:00（1일4회）　　무휴

　 076-251-6777　URL www.goldleaf-sakuda.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금박 제조과정을 견학할 수 있으며 금박 붙이기 체험

이 가능하다. 또한 오리지널 금박 방은 놓칠 수 없는 

볼거리.

●하쿠이치 본점 하쿠코칸

39 4039 40

이시카와의 전통공예 중 하나인 가가유젠을 전시, 판

매하고 있다. 가가유젠을 입어보는 체험과 손수건 염

색체험을 통해 가가유젠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

는 시설이다.

가가유젠은 '가가 오채'이라 불리는 군청, 연지, 

황토, 초목, 고대 보라를 바탕으로 한 색채와 

'흐림'과 '벌레먹음' 과 같은 기법으로 사실성

을 높여, 차분하고 품위있는 직물염색으로 발

전해 왔다. 도안 구성과 같은 교유젠(교토의 염

색)에 비해 중후하고 회화적인 것은 무사 사회

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일 것

이다.

가가유젠
사실적인 표현이야말로 가가유젠의 미학

체험시설안내

●가가유젠 전통산업회관

・기모노 입고 사진 촬영　  1,500엔

 　9:00-17:00　　수요일

 　076-224-5511　URL www.kagayuzen.or.jp

1층은 샤미센을 판매하고 2층에서는 샤미센을 만드

는 공정을 볼 수 있다. 또한 샤미센의 악보가 마련되

어 있어 초보자도 연주해 볼 수 있다.

체험시설안내

●샤미센의 후쿠시마

・체험　　300엔

 　10:00-16:00　　둘째주 넷째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076-252-3703
※체험은 사전 예약제.

가가유젠 기모노 및 공예품, 그리고 제조과정과 역사자료

를 전시하고 있으며, 채색체험, 입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나가마치 유젠관

중세시대의 평면도를 보고 복원된 지금의 시구레테 

정자는 다도회 및 정원을 보며 쉴 수 있는 장소로 인

기를 모으고 있다.

●겐로쿠엔 시구레테

・다도체험  말차 　  700엔(화과자 포함), 

　　　　   녹차 　  300엔(화과자 포함)

 　9:00-16:30　 　무휴

　 076-234-3800
※20명 이상은 예약제

계절별 과자와 공예과자, 도

구를 전시. 이시카와현의 과

자문화를 마음껏 느낄 수 있

다. 그리고 화과자 만들기 체

험도 할 수 있다.

●이시카와현 과자문화회관

3종류의 공예체험이 가능하다.

【화과자 만들기 체험】토, 일, 공휴일에 개최, 

【유리공예체험】매일 개최, 

【가가 오뚝이 채색체험】매일 개최.

●이시카와현 관광물산관

・기모노 대여 1일　　4,000엔 외
 　9:00-17:00　　무휴

 　076-264-2811
URL www.kagayuzen-club.co.jp

이미지

P.10 A-3 P.5 C-1 P.12 B-2

P.10 A-2

P.9 B-1

P.12 B-2

P.12 B-2

P.13 B-1

오래된 금박 메이커 직영점에서 금박 붙이기를 체험. 

그릇과 도시락에 금박을 디자인해서 붙이는 재미있는 

체험이다.

●가나자와 가타니

　 900엔～
 　9:00-17:00　　12/30～1/3
　 076-231-1566　URL www.k-katani.com
※체험은 사전 예약제.

P.9 B-1

 　800엔～
 　9:00-18:00　　1/1
 　076-240-8911　URL www.hakuichi.co.jp

금박 누르기 교실을 통하여 당시 가나자와가 키워 온 

금박의 깊은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하쿠자 게이코도코로 P.10 A-3

　 600엔～
 　10:00-16:30（1일6회）
　 일, 월, 공휴일

 　076-252-3641　URL www.hakuza.co.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화과자 만들기 체험　 1400엔

　 9:30-17:00　　수요일

　 076-221-8366　URL www.kashikaikan.or.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20명 이상 단체에 한함.

・화과자 만들기 체험　　1,200엔、
・유리공예체험　　1,500엔～
・가가 오뚝이 채색체험　　1,000엔

 　10:00-18:00　　동계만 화요일 휴관

　 076-222-7788　URL kanazawa.ftw.jp
※체험은 사전 예약제.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에도시대의  거리
가나자와는 옛 에도시대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역사의 향기가 감도는 이시카와.

이 곳에는 햐쿠만고쿠(百万石*봉건시대 이 지역의 쌀 생산량이 백만섬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영지였음을 나타내는 말)의 역사가 깃든 정취가 있다.역사
역사의 향기가 감도는 이시카와.

이 곳에는 햐쿠만고쿠(百万石*봉건시대 이 지역의 쌀 생산량이 백만섬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영지였음을 나타내는 말)의 역사가 깃든 정취가 있다.

햐쿠만고쿠
（百万石文化）의 문화

정원 신사와 사찰

이시카와현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이미지

를 지니고 있어 '햐쿠만고쿠 문화'라고 불리

고 있다. 큰 영지이면서도 쇼군(에도시대 최

고권력자)에 친한 세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

상 감시의 대상이었다. 그 견제로부터 살아남

기 위한 수단으로 역대 영주가 문화정책에 힘

을 기울였다고 전해진다. 

훌륭한 신사와 사찰의 건축미는

이시카와가 자랑하는 소중한 유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문화의 보고라 불리는 이시카와.

사계절에 걸쳐 감상할 수 있는 일본정원이야말로

가나자와에 살아 숨쉬고 있는 문화의 상징이다.

돌길과 흙담, 붉은 격자가 이어지는 거리는 

정취가 있어 관광객들로 붐빈다. 가나자와

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곳이다. 최

근에는 옛 민가를 개축한 카페도 늘어나서 중

세의 분위기를 느끼며 느긋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시카와현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많다. 에도

시대에 지어진 무사와 상인의 저택 및 큰 사

찰을 방문하면 독특한 세계관을 표현한 아름

다운 일본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마에다 가문이 지배하던 가가번(가나자와 영

지)은 재정적으로 여유로워, 불교에 관한 신

앙심이 깊었으며 그 때문에 훌륭한 사찰이 많

이 지어졌다. 그 사찰의 대부분이 국가중요문

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역사

나가마치 무사저택터

돌길 양 옆에는 붉은 격자로 된 찻집이 나란히 늘어

서 에도시대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

히가시 차야가이

차야가이

중세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료테과 게이샤 연습장이 지

금도 남아 있다.

니시 차야가이

41 4241 42

겐로쿠엔

수령 400년이 넘는 나무와 바위 사이를 휘감는 시냇물, 

이 정원은 외국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사가문 노무라 저택

국가중요문화재. 납 기

와로 된 지붕은 전쟁 때 

대포알로 사용하기 위해

서라는 가설도 있다.

원시시대에서 근대에 이

르기까지 이시카와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

할 수 있는 박물관.

280년의 역사를 자랑하

는 가나자와 시민의 부

엌으로 이시카와현의 산

해진미가 모인다.

가가호세 유파에 전해오

는 귀중한 노 가면과 노 

의상을 전시하고 있는 시

설.

초대영주인 마에다 도시

이에와 그 부인인 마쓰를 

기리는 유서깊은 신사. 

화려한 스테인드 글래스

가 인상적이다.

2만평이나 되는 경내에 

가람이 정비되어 있고 승

려가 수행에 힘쓰고 있다. 

엄숙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신령스러운 하쿠산을 기

리는 신사. 전국에 있는 

수많은 하쿠산 신사를 총

괄한다.

조동종의 육본산으로 

1321년에 창건되었다. 

느티나무로 된 품격있는 

산문이 볼거리이다.

오야마 신사

다이조지

시라야마히메 신사

조지지 조원

이시카와현립 역사박물관

오미초 시장

 
가나자와성 이시카와몬
산짓켄나가야

에도시대 초기에 착공되어 4대에 걸쳐 완성된 지천회

유식 정원.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 가장 아름답다.

면적 약 3만평이나 되는 일본 3대정원 중 하나이다.

P.14 B-2 P.12 B-2

P.14 B-2

P.12 A-2 P.14 B-3

P.12 C-2

P.8 C-2

P.12 B-1

P.10 A-3

국가중요전통적건조물군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아사노가와 대교에서 나카노하시까지 아름다운 격자문 

료테(고급 일식집)가 늘어서 있다.

가즈에마치 차야가이 P.9 A-1

P.15 B-1 니시다 가문정원 교쿠센엔

P.5 D-2

P.17 A-2

P.25 B-1
가나자와 노가쿠 미술관

가가번(옛 영지)의 중하급 무사의 저택터와 흙담, 용

수, 돌길이 남아 있는 거리.

P.12 B-2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에도시대의  거리
가나자와는 옛 에도시대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역사의 향기가 감도는 이시카와.

이 곳에는 햐쿠만고쿠(百万石*봉건시대 이 지역의 쌀 생산량이 백만섬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영지였음을 나타내는 말)의 역사가 깃든 정취가 있다.역사
역사의 향기가 감도는 이시카와.

이 곳에는 햐쿠만고쿠(百万石*봉건시대 이 지역의 쌀 생산량이 백만섬으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큰 영지였음을 나타내는 말)의 역사가 깃든 정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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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
생선이 맛있는 이시카와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음식.

이시카와가 자랑하는 먹거리는 아주 많다. 

싱싱한 생선과 맛있는 술은 이시카와에 있다.먹거리 이시카와가 자랑하는 먹거리는 아주 많다. 

싱싱한 생선과 맛있는 술은 이시카와에 있다.

향토요리 화과자 지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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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의 풍요로운 자연과

지혜의 결정체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이시카와에서 태어난 음식.

카운터에 앉아 좋아하는 생선을 주문하면서 

먹는 스타일. 일본에서는 조금 고급 음식점

이지만 일본 특유의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좋

다.

초밥집

싸고 맛있게 스시를 먹으려면 회전초밥이 좋다. 

컨베이어 벨트로 도는 스시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골라 먹으면 된다.

회전초밥

술을 마시면서 편하게 향토요리를 맛보려면 

이자카야（선술집）가 좋다. 다양한 음식을 주

문해서 서로 나누어 먹는 것이 이자카야의 스

타일.

이자카야

일본의 문화가 응축된 고급 일식점. 따로 마

련된 방에서 가나자와의 정취를 느끼며 향토

요리를 맛볼 수 있다.

료테

이시카와현에는 화과자집이 많이 있다. 상점

에서는 오리지널 화과자를 선물로 사거나 그 

자리에서 차와 함께 마신다.

화과자집

백화점 지하매장은 식품을 취급하는 곳이 많

으며 이시카와에서 인기가 높은 화과자집도 

들어서 있다. 여러 곳의 화과자를 비교하면

서 살 수 있어 편리하다.

백화점 지하

이시카와현에는 지방주를 빚는 양조장이 많

다. 양조장에서는 술을 빚는 모습을 견학하

거나 여러 종류의 술을 비교해보는 시음이 

가능한 곳도 많다.

양조장

슈퍼마켓 한 구석에 따로 판매장이 있는 경

우도 많다. 이시카와현의 다양한 지방주를 

판매하고 있다.

판매장

먹거리

43 44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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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시하면 참치. 최근에는 

노토반도에서도 자주 잡

히게 되어, 이시카와의 

맛으로 정착되었다.

현미를 40%이상 깍아낸 백미와 

쌀누룩, 물, 양조알콜을 원료로 만

드는 술로, 향이 좋으며 색깔이 윤

택한 고급 사케이다.

긴조슈

백미와 쌀누룩, 물로 만든 술로, 

향과 색이 좋다. 쌀만으로 만들어

진 사케이다.

준마이슈

현미를 70%이상 깎아낸 살과 쌀

누룩, 양조알콜 및 물이 원료인 술

로 향과 색이 좋다.

혼조조슈

참치

오징어류는 이시카와현

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패류이다. 수평선에 줄

지어 있는 오징어 어선

의 불빛은 여름을 상징하

는 풍경이다.

오징어

이시카와현에서 맛있는 

회라하면 감새우가 대표

적이다. 9월부터 겨울까

지가 제철.

감새우

겨울에 잡히는 노토 방

어는 기름기가 많아 인

기를 모으고 있다.

방어

기름기가 많은 싱싱한 

방어와 아삭한 무를 넣어

서 조린 겨울 음식.

가나자와를 대표하는 향

토요리. 오리고기와 제

철 채소, 그리고 가나자

와의 명물인 '후'를 넣어 

조린 음식.

대게의 암컷. 11월에 해

금이 되어 생선가게에 

진열된다. 껍질 속의 알과 

내장의 독특한 풍미가 

사람들의 입맛을 당긴다.

가부라즈시

일본 3대 설탕이라고 불

리는 고급 설탕을 라쿠

간（과자의 일종） 가루와 

물엿을 섞고 틀을 내어 

굳힌 마른과자.

가가 라쿠간

팥을 멥쌀가루로 싸서 

구운 떡. 일상생활에서 

차와 함께 먹는다.

긴쓰바

가나자와의 설날에 빼놓

을 수 없는 과자로, 엷

은 붉은 색과 흰색이 있

다.

후쿠우메

5종류의 화과자가 들어 

있다. 가나자와에서는 결

혼식 등 경사스러운 일

에 사용되는 것으로 유명

하다.

지부니

부리다이콘 향합게

오색 화과자

가가 지방의 다도문화가 낳은섬세하고

아름다운 맛

방어 등의 생선을 두껍

게 잘라 순무 사이에 넣

어서 누룩으로 발효시

킨 겨울 음식.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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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현에서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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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봄
각지에 있는

벚꽃 명소를 찾아가자.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만들어 내는 이시카와의 풍경.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자아낸다.풍경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가 만들어 내는 이시카와의 풍경.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자아낸다.

여름 가을 겨울

이시카와의 여름은 마쓰리로 뜨겁다. 7월부터 

9월에 걸쳐 3개월동안 계속해서 마을마다 마

쓰리가 펼쳐진다. 바다는 해수욕객들과 여름

에는 오징어 어선이 눈부시다.

이시카와의 먹거리와 풍경을

만끽하기에는 겨울이 최고.

자연의 혜택에 감사하는

이시카와의 마쓰리（축제）를 체험하자.

조금 교외로 나가

아름다운 단풍을 보러 가자.

이시카와현에는 벚꽃명소가 많다. 가나자와에

서는 겐로쿠엔이 대표적이며 또한 히가시 차

야가이 근처에 있는 아사노가와 강변과 가타

마치 근처에 있는 사이가와 강변이 유명하다. 

또한 봄에는 논에 물이 차서 아름다운 풍경이 

수면에 반사되어 한적하고 아름다운 경치를 

만들어 낸다.

들판이 황금색으로 물드는 계절이 시작되면 

여러 곳에서 다양한 가을 경치를 감상할 수 있

게 된다. 벼 수확이 끝나면 하쿠산의 단풍을, 

그리고 가로수의 단풍이 이어진다. 새하얗게 

눈이 내린 하쿠산을 바라보는 것도 가을의 즐

거움이다.

눈이 쌓인 풍경은 이시카와를 대표하는 모습

이다. 눈의 무게로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유키즈리는 이시카와현 각지

에서 볼 수 있으며 나가마치 무사저택터의 흙

담을 보호하기 위해 거적을 설치하는 모습은 

가나자와의 대표적인 겨울 풍경이다. 맛있는 

먹거리가 시장에 늘어서는 겨울이 좋다며 자

주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다.

풍경

벚꽃 핀 겐로쿠엔

45 46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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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터널 노토 가시마역

푸르른 하쿠산 슈퍼 임도

기리코 마쓰리

단풍이 물든 나타데라

벼가 익는 센마이다

유키즈리가 있는 겐로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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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로쿠엔은 벚꽃 시즌이 되면 무료개방하며 

야간에는 라이트업된다. 그 중에서도 겐로쿠

엔의 '기쿠자쿠라'는 벚나무가 많은 겐로쿠엔

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는 벚나무이다.

3월말부터 4월초순에 걸쳐 노토철도의 노토 

가시마역에서는 벚꽃 터널이 우리를 맞이해 

준다. 이 시기에는 역에 포장마차도 설치되어 

꽃놀이하기에 좋다.

6월부터 개통되는 하쿠산 슈퍼 임도는 이시카

와의 여름 풍물시이다. 푸른 산 속을 달리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쿠산 슈퍼 임

도를 빠져나가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시라

카와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7월부터 9월말까지 펼쳐지는 노토반도를 대표

하는 마쓰리. 열정적이고 성대한 기리코 마쓰

리는 각 마을마다 개성적인 연출을 보여준다.

하쿠산 산록에 세워진 나타데라는 단풍 시즌

이 가장 아름답다. 나타데라의 단풍 시즌은 

11월 20일 전후이다. 나타데라의 단풍은 이

시카와현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천개가 넘는 논이 계단식으로 이어진 센마이

다. 가을에는 벼 이삭이 황금색을 이루어 더

욱더 아름다워진다. 논에는 볏집을 말리는 울

타리가 있어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준다.

눈의 무게로 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겨울에 설치하는 유키즈리는 겐로쿠엔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눈으로 하얗게 단장한 

겐로쿠엔은 한 번더 보고 싶을 정도로 아름답

다.

조그만 산간마을의 이벤트로 시작된 유키다루

마 마쓰리는 지금은 일본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벤트이다. 집집마다 눈사람을 만들어서 촛

불을 켜놓아 관광객을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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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카와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다.

대자연에 안기는 여행은 어떨까?자연 이시카와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다.

대자연에 안기는 여행은 어떨까?자연

47 48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47 48

하쿠산 등산
일본 3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하쿠산에서

등산의 즐거움을 느끼자.

하쿠산은 후지산, 다테야마와 더불어 일본 3대 명산으로 손꼽힌다. 옛부터 신앙의 산으로 유명하고 해발 

2,702m의 최고봉인 고젠가미네 정상에는 하쿠산 신사가 있다. 만년설과 고산식물의 보고로 유명한 산 정

상부와 광대한 너도밤나무 원생림, 야생동물 등 하쿠산은 수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워킹/사이클링
이시카와현의 자연을 만끽하는

하쿠산 산록과 나나오만을 도는 코스

※식사는 여름철(7월 1일～10월 15일)에만 제공합니다.

※개산기간는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간코신도(거리 6.1km 등산로)

구간: 벳토데아이→무로도 산장

시간: 등산 5시간, 하산 3시간(휴식시간 제외)

사보신도(거리 6.0km 등산로)

구간:벳토데아이→무로도 산장

시간: 등산 4시간 30분, 하산 2시간 20분(휴식시간 제외)

●문의처

재단법인 하쿠산 관광협회　　076-273-1001

호쿠리쿠철도 가나자와 영업소 남부지소　    076-272-1120

호쿠리쿠철도 텔레폰 서비스센터　　076-237-5115

●문의처

＜가나자와역에서 찾아가는 길＞
＜가나자와역에서 시라야마히메 신사까지 찾아가는 길＞

・버스

・승용차

가나자와역(가나자와시 주요 정류장에서도 정차함)～벳토데아이　　2,000엔

약 2시간 30분

여름철에는 승용차가 규제됩니다. 이치노세에서 벳토데아이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치노세~벳토데아이　　400엔  

개관기간:5월 1일～10월 15일

수용인원:750명

숙박료(식사제외):어른 5,100엔～, 중학생 이하 3,500엔～
숙박료(1박2식):어른 7,700엔～, 중학생 이하 6,100엔～
예약전용전화　 076-273-1001
숙박을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예약을 접수합니다.

하 쿠 산  무 로 도  산 장  시 설 안 내

●난류 산장
개관기간:7월 1일～9월 30일

수용인원:150명

숙박료(식사제외):어른 4,900엔～, 중학생 이하 3,700엔～
숙박료(1박 2식):어른 7,600엔～, 중학생 이하 6,400엔～

예약전용전화　 076-259-2022
숙박을 희망하는 날의 1주일 전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난 류  산 장  시 설 안 내

●난류가바바 산장
5동 10실

1실(5명 수용):12,000엔(침구류 포함)

※2명 이상 이용가능, 식사 없음.

거리:약 19.6km

시간:편도 약 1시간 30분

※현재 완성되어 있는 길은 지도상의 파란색 부분임.

거리:약 8km

시간:편도 약 43분

※나나오만을 일주하는 코스도 있음.

무로도 산장무로도 산장

난류가바바 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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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토데아이

산장

무인 산장

산장

캠프장

등산로

간코신도

사보신도

●문의처

하쿠산시 관광정보센터　　076-273-485

※등산은 원칙적으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우며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아주 위험합

　니다. 만일 등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등산을 중단
　해야 합니다.
※가족 및 주위사람에게 등산 코스와 일정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각 등산로 입구에 있는 '등산자 명부'에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체력 및 경험, 시기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준비
　해 주십시오.

＜등산 주의점＞

가는 도중에는 관광지와 휴식할 곳이 있고 

데도리 협곡을 따라 가기 때문에 공기가 상

쾌하다. 논길과 옛 마을도 통과하므로 그 지

역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거

리 약 19.6km

데도리 캐니언로드

手取キャニオンロード데도리 캐니언로드

와쿠라 온천에서 가사시호역까지 개화기 분

위기가 나는 전철(노토철도)을 타서, 올 때는 

사이클링을 즐기며 와쿠라 온천으로 돌아오

는 간편한 코스. 거리 약 8km.

나나오만 사이클링

나나오 순회 사이클링 코스

가나자와 시내에서 호쿠리쿠 철도 '노마치역'에서 타서 
종점인 '쓰루기역'에서 하차. 버스로 갈아타서 '가가 이
치노미야'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0분.

노토철도에서는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대여는 무료. 전철에 들고 타도 된다.

(아침에 혼잡할 때는 불가)

・이용가능한 역
아나미즈역, 나나오역 8:30～17:00
노토 나카지마역, 다쓰루하마역 8:30～14:30
　　　　　　　　　평일에 한함(토, 일, 공휴일 제외)

・이용기간
4월～11일

노토지마

가사시호역

노토

나카지마역

다쓰루하마역

와쿠라온센역

와쿠라온천
관광회관

노토지마
대교

●접이식 자전거 대여●휴식할 수 있는 곳
휴게소 시라야마산→35분→버드허밍 도리고에

→20분→와타가타키 휴식의 숲→35분→휴게소 세나

하쿠산 정상하쿠산 정상

데도리 협곡데도리 협곡 나나오만

노
토
철
도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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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라야마히메
신사

416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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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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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 C-3

P.25 C-1

이시카와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다.

대자연에 안기는 여행은 어떨까?자연 이시카와에는 아름다운 산과 바다가 있다.

대자연에 안기는 여행은 어떨까?자연

47 48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47 48

하쿠산 등산
일본 3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하쿠산에서

등산의 즐거움을 느끼자.

하쿠산은 후지산, 다테야마와 더불어 일본 3대 명산으로 손꼽힌다. 옛부터 신앙의 산으로 유명하고 해발 

2,702m의 최고봉인 고젠가미네 정상에는 하쿠산 신사가 있다. 만년설과 고산식물의 보고로 유명한 산 정

상부와 광대한 너도밤나무 원생림, 야생동물 등 하쿠산은 수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다.

워킹/사이클링
이시카와현의 자연을 만끽하는

하쿠산 산록과 나나오만을 도는 코스

※식사는 여름철(7월 1일～10월 15일)에만 제공합니다.

※개산기간는 상황에 따라 단축될 수 있습니다.

간코신도(거리 6.1km 등산로)

구간: 벳토데아이→무로도 산장

시간: 등산 5시간, 하산 3시간(휴식시간 제외)

사보신도(거리 6.0km 등산로)

구간:벳토데아이→무로도 산장

시간: 등산 4시간 30분, 하산 2시간 20분(휴식시간 제외)

●문의처

재단법인 하쿠산 관광협회　　076-273-1001

호쿠리쿠철도 가나자와 영업소 남부지소　    076-272-1120

호쿠리쿠철도 텔레폰 서비스센터　　076-237-5115

●문의처

＜가나자와역에서 찾아가는 길＞
＜가나자와역에서 시라야마히메 신사까지 찾아가는 길＞

・버스

・승용차

가나자와역(가나자와시 주요 정류장에서도 정차함)～벳토데아이　　2,000엔

약 2시간 30분

여름철에는 승용차가 규제됩니다. 이치노세에서 벳토데아이까지는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십시오.

이치노세~벳토데아이　　400엔  

개관기간:5월 1일～10월 15일

수용인원:750명

숙박료(식사제외):어른 5,100엔～, 중학생 이하 3,500엔～
숙박료(1박2식):어른 7,700엔～, 중학생 이하 6,100엔～
예약전용전화　 076-273-1001
숙박을 희망하는 날의 전날까지 예약을 접수합니다.

하 쿠 산  무 로 도  산 장  시 설 안 내

●난류 산장
개관기간:7월 1일～9월 30일

수용인원:150명

숙박료(식사제외):어른 4,900엔～, 중학생 이하 3,700엔～
숙박료(1박 2식):어른 7,600엔～, 중학생 이하 6,400엔～

예약전용전화　 076-259-2022
숙박을 희망하는 날의 1주일 전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난 류  산 장  시 설 안 내

●난류가바바 산장
5동 10실

1실(5명 수용):12,000엔(침구류 포함)

※2명 이상 이용가능, 식사 없음.

거리:약 19.6km

시간:편도 약 1시간 30분

※현재 완성되어 있는 길은 지도상의 파란색 부분임.

거리:약 8km

시간:편도 약 43분

※나나오만을 일주하는 코스도 있음.

무로도 산장무로도 산장

난류가바바 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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벳토데아이

산장

무인 산장

산장

캠프장

등산로

간코신도

사보신도

●문의처

하쿠산시 관광정보센터　　076-273-485

※등산은 원칙적으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의 
날씨는 변덕스러우며 기상상태가 나쁠 때는 아주 위험합

　니다. 만일 등산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등산을 중단
　해야 합니다.
※가족 및 주위사람에게 등산 코스와 일정을 반드시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각 등산로 입구에 있는 '등산자 명부'에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체력 및 경험, 시기에 맞추어 계획을 세우고 장비를 준비
　해 주십시오.

＜등산 주의점＞

가는 도중에는 관광지와 휴식할 곳이 있고 

데도리 협곡을 따라 가기 때문에 공기가 상

쾌하다. 논길과 옛 마을도 통과하므로 그 지

역 사람들의 생활과 자연을 느낄 수 있다. 거

리 약 19.6km

데도리 캐니언로드

手取キャニオンロード데도리 캐니언로드

와쿠라 온천에서 가사시호역까지 개화기 분

위기가 나는 전철(노토철도)을 타서, 올 때는 

사이클링을 즐기며 와쿠라 온천으로 돌아오

는 간편한 코스. 거리 약 8km.

나나오만 사이클링

나나오 순회 사이클링 코스

가나자와 시내에서 호쿠리쿠 철도 '노마치역'에서 타서 
종점인 '쓰루기역'에서 하차. 버스로 갈아타서 '가가 이
치노미야'정류장에서 하차. 도보 10분.

노토철도에서는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다. 

대여는 무료. 전철에 들고 타도 된다.

(아침에 혼잡할 때는 불가)

・이용가능한 역
아나미즈역, 나나오역 8:30～17:00
노토 나카지마역, 다쓰루하마역 8:30～14:30
　　　　　　　　　평일에 한함(토, 일, 공휴일 제외)

・이용기간
4월～11일

노토지마

가사시호역

노토

나카지마역

다쓰루하마역

와쿠라온센역

와쿠라온천
관광회관

노토지마
대교

●접이식 자전거 대여●휴식할 수 있는 곳
휴게소 시라야마산→35분→버드허밍 도리고에

→20분→와타가타키 휴식의 숲→35분→휴게소 세나

하쿠산 정상하쿠산 정상

데도리 협곡데도리 협곡 나나오만

노
토
철
도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야마나카  온천
문의처／야마나카온천 관광협회

   0761-78-0330　www.yamanaka-spa.or.jp

유명한 온천이 모여 있는 이시카와현.

따스한 정취가 넘치는 온천을 모두 소개한다.온천 유명한 온천이 모여 있는 이시카와현.

따스한 정취가 넘치는 온천을 모두 소개한다.

다이쇼지가와 강 계곡을 따라 호텔과 순 일본식 료칸이 

늘어서 있다. 개탕 1300년을 자랑하는 전통있는 온천. 

가쿠센케 계곡의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가나자와역→JR호쿠리쿠 본선/특급으로 약 30분→

가가온센역에서 차로 15분)

온천

49 50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49 50

야마시로  온천
문의처／야마시로온천 관광협회

    0761-77-1144　www.yamashiro-spa.or.jp

가가온천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가가의 명탕

이라 불리는 야마시로 온천의 역사는 1300년이나 거

슬러 오른다. 가가번의 온천으로 또한 기타마에부네의 

선원들의 휴식처로 번성한 역사깊은 온천이다.

(가나자와역→JR호쿠리쿠 본선/특급으로 약 30분→

가가온센역에서 차로 10분)

가타야마즈 온천
문의처／가타야마즈온천 관광협회

   0761-74-1123　www.katayamazu-spa.or.jp

하쿠산이 수면위로 비치는 시바야마가타 호수에 호텔과 

료칸이 늘어서 있는 온천마을. 여름에는 호수에서 불꽃

놀이가 이어진다.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철새가 찾아

오기로 유명하다.

(가나자와역→JR호쿠리쿠 본선/특급으로 약 30분→

가가온센역에서 차로 10분)

아와즈  온천
문의처／아와즈온천 관광협회

   0761-65-1834　www.awazuonsen.com

다쓰노쿠치 온천
문의처／다쓰노쿠치온천 관광협회

   0761-51-6666

하쿠산의 산록, 데도리가와 강 왼쪽 강변에 펼쳐지는 

다쓰노쿠치 온천은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많은 

관광자원이 모여있다.

(가나자와역→JR호쿠리쿠 본선/약 20분→고마쓰역에서 

차로 20분)

유와쿠  온천
문의처／유와쿠온천 관광협회

   076-235-1040　www.yuwaku.gr.jp

가나자와시 동남쪽 교외의 해발 400m 지대에 위치한 

온천으로, 개화기 화가인 다케히사 유메지가 연인인 

히코노와 머물렀던 것이 바로 이 온천이다.

(가나자와역에서 차로 40분)

와쿠라  온천
문의처／와쿠라온천 관광협회

   0767-62-1555　www.wakura.or.jp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믄 해변온천. 노토반도 관광의 

거점이다. 노토의 소박함과 따뜻한 인정미를 느낄 수 

있으며 사계절에 걸쳐 맛있는 음식도 관광객을 불러 

모은다.

(가나자와역→JR호쿠리쿠 본선/특급으로 약 60분→

와쿠라온센역에서 차로 3분)

와지마  온천
문의처／와지마시 관광협회

   0768-22-6588　www.wajimaonsen.com

와지마누리와 아침시장 등 독특한 문화가 있으며 노토

지방의 관광지로 유명한 와지마 시내에 있는 온천.

(가나자와역→특급버스로 약 130분→와지마 후랏토

호무)

P.23 P.21 P.20 P.19

P.29P.17 A-2 P.6 C-3 P.28

※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가가온천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온천마을. 하쿠산을 

개산한 다이초 대사가 개탕한지 1300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무색투명한 부드러운 온천은 미인

온천으로 유명하다.

(가나자와역→JR호쿠리쿠 본선/약 40분→아와즈역에서 

차로 10분)

야마나카  온천
문의처／야마나카온천 관광협회

   0761-78-0330　www.yamanaka-spa.or.jp

유명한 온천이 모여 있는 이시카와현.

따스한 정취가 넘치는 온천을 모두 소개한다.온천 유명한 온천이 모여 있는 이시카와현.

따스한 정취가 넘치는 온천을 모두 소개한다.

다이쇼지가와 강 계곡을 따라 호텔과 순 일본식 료칸이 

늘어서 있다. 개탕 1300년을 자랑하는 전통있는 온천. 

가쿠센케 계곡의 사계절마다 다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가나자와역→JR호쿠리쿠 본선/특급으로 약 30분→

가가온센역에서 차로 15분)

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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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설 외에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기휴일 및 요금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각 시설에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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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시로  온천
문의처／야마시로온천 관광협회

    0761-77-1144　www.yamashiro-spa.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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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하쿠사이
[기간] 5월 3일～5일(매년 같음)

[장소] 나나오 시내 중심부

◆오타비 마쓰리
[기간] 5월 중순

[장소] 고마쓰 시내

◆시시쿠 고원 스카이 페스타
[기간] 8월 상순

[장소] 시시쿠 고원(하쿠산시 야와타마치) 

◆와지마 대제
[기간] 8월 22일～25일(매년 같음)

[장소] 와지마 시내(주요 신사)

◆호라이 마쓰리
[기간] 10월

　　　 첫번째 토요일, 일요일

[장소] 쓰루기 시내 

◆가나자와 햐쿠만고쿠 마쓰리
[기간] 6월 첫째주 금요일～일요일

[장소] 가나자와 시내(가나자와 시내 중심가 및 가나자와성)

◆아바레 마쓰리
[기간] 7월 첫번째 금요일, 토요일

[장소] 노토초 우시쓰

◆잇사키 호토 마쓰리
[기간] 8월 첫째주 토요일

[장소] 이시자키마치 주변

길이 150m의 숯불구이 코너에서 굴을 껍질째 구워서 먹을 

수 있다.(굴 1봉지 1,000엔) 그 외에도 아나미즈마치의 먹

거리를 파는 포장마차도 있다.

지역 주민이 만든 크고 작은 눈사람이 우리를 귀엽게 맞이 

한다. 저녁이 되면 눈사람에 촛불이 켜져서 환상적인 분위

기를 연출한다.

성하마을인 가나자와의 가가유젠으로 된 등록 약 1,500

개를 아사노가와 강에 흘려 보내는 축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시시쿠 고원에서 패러글라이딩과 

공중 레이스가 펼쳐진다.

히키야마라고 하는 수레 위에서 어린이들이 가부키를 열

연하는 축제로 유명하다.

공예작가의 작품에서 일상식기까지 일년에 한번 구타니야키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데카야마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차가 웅장한 모습을 겨룬다.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는 약 4시간 동안 펼쳐지는 '햐쿠만고쿠 행

렬'이다. 초대영주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가나자와성에 입성하

는 모습을 재현한다.

나무로 된 기리코 50개가 횃불 주변을 난무한다. 노토의 

기리코 마쓰리 중에서도 가장 박력넘치는 축제이다.

와지마를 대표하는 축제로 크고 화려한 기리코와 등불이 

미코시와 함께 거리를 누빈다. 해변에 있는 횃불에 불이 

붙을 때 축제는 절정을 맞이한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신비로운 피리소리와 횃불

을 켜서 독특한 의상을 입고 춤을 보여준다.

높이 약 15m, 폭 2m, 무게 

2t이나 되는 봉등을 100명

의 사내들이 어깨에 매고 

마을을 누비는 모습이 박

력있다. 밤이 되면 봉등에 

불이 켜져 더욱더 축제 분

위기가 무르익는다.

오곡풍작을 기원하는 가을 

축제. 약 800년의 역사를 

지닌 미코시와 사자춤,  

거대한 인형수레가 마을을 

누빈다.

1월

◆점보 가키（굴） 마쓰리                     
[기간] 1월 하순

[장소] 아나미즈마치 사무소 앞 특설광장

◆유키다루마（눈사람） 마쓰리
[기간] 2월 상순

[장소] 하쿠산시 구와지마와 시라미네

◆가가유젠 등롱 흘려보내기
[기간] 6월 첫째주 금요일

[장소] 아사노가와 강(덴진바시 상류～아사노가와 대교 사이)

◆구타니 차완（도자기） 마쓰리
[기간] 5월 3일～5일(매년 같음)

[장소] 선로드 데라이/후레아이 플라자 주변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간 이벤트

◆야마시로 다이덴가쿠
[기간] 8월 상순

[장소] 가가시 야마시로 온천 하토리 신사 앞 특설행사장 

국가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20m에 달하

는 붉은 깃발이 신사에 모이면 경내에서 덴구 가면을 쓴 사

루타히코가 춤을 춘다.

◆오쿠마카부토 마쓰리
[기간] 9월 20일(매년 같음)

[장소] 나나오시 나카지마마치 구마카부토아라카시히코 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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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이시자키마치 주변

길이 150m의 숯불구이 코너에서 굴을 껍질째 구워서 먹을 

수 있다.(굴 1봉지 1,000엔) 그 외에도 아나미즈마치의 먹

거리를 파는 포장마차도 있다.

지역 주민이 만든 크고 작은 눈사람이 우리를 귀엽게 맞이 

한다. 저녁이 되면 눈사람에 촛불이 켜져서 환상적인 분위

기를 연출한다.

성하마을인 가나자와의 가가유젠으로 된 등록 약 1,500

개를 아사노가와 강에 흘려 보내는 축제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시시쿠 고원에서 패러글라이딩과 

공중 레이스가 펼쳐진다.

히키야마라고 하는 수레 위에서 어린이들이 가부키를 열

연하는 축제로 유명하다.

공예작가의 작품에서 일상식기까지 일년에 한번 구타니야키 

도자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데카야마라고 부르는 거대한 산차가 웅장한 모습을 겨룬다. 

국가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축제의 메인 이벤트는 약 4시간 동안 펼쳐지는 '햐쿠만고쿠 행

렬'이다. 초대영주인 마에다 도시이에가 가나자와성에 입성하

는 모습을 재현한다.

나무로 된 기리코 50개가 횃불 주변을 난무한다. 노토의 

기리코 마쓰리 중에서도 가장 박력넘치는 축제이다.

와지마를 대표하는 축제로 크고 화려한 기리코와 등불이 

미코시와 함께 거리를 누빈다. 해변에 있는 횃불에 불이 

붙을 때 축제는 절정을 맞이한다.

지역의 젊은이들이 중심이 되어 신비로운 피리소리와 횃불

을 켜서 독특한 의상을 입고 춤을 보여준다.

높이 약 15m, 폭 2m, 무게 

2t이나 되는 봉등을 100명

의 사내들이 어깨에 매고 

마을을 누비는 모습이 박

력있다. 밤이 되면 봉등에 

불이 켜져 더욱더 축제 분

위기가 무르익는다.

오곡풍작을 기원하는 가을 

축제. 약 800년의 역사를 

지닌 미코시와 사자춤,  

거대한 인형수레가 마을을 

누빈다.

1월

◆점보 가키（굴） 마쓰리                     
[기간] 1월 하순

[장소] 아나미즈마치 사무소 앞 특설광장

◆유키다루마（눈사람） 마쓰리
[기간] 2월 상순

[장소] 하쿠산시 구와지마와 시라미네

◆가가유젠 등롱 흘려보내기
[기간] 6월 첫째주 금요일

[장소] 아사노가와 강(덴진바시 상류～아사노가와 대교 사이)

◆구타니 차완（도자기） 마쓰리
[기간] 5월 3일～5일(매년 같음)

[장소] 선로드 데라이/후레아이 플라자 주변

2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연간 이벤트

◆야마시로 다이덴가쿠
[기간] 8월 상순

[장소] 가가시 야마시로 온천 하토리 신사 앞 특설행사장 

국가중요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높이 20m에 달하

는 붉은 깃발이 신사에 모이면 경내에서 덴구 가면을 쓴 사

루타히코가 춤을 춘다.

◆오쿠마카부토 마쓰리
[기간] 9월 20일(매년 같음)

[장소] 나나오시 나카지마마치 구마카부토아라카시히코 신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