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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이 함께하는 휴식 공간.

                도시의 세련됨과 시골의 한적함이 한데 어우러진 소도시 마쓰에.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즐기는 이곳에서의 시간은 평소보다 느릿한 감각.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최고의 휴식을 선사해줄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인연의 명소.

             내리는 비조차 ‘인연의 물방울’이라 일컬어질 만큼 

                    인연을 맺어주는 사랑의 기운으로 가득한 로맨틱 플레이스.

   그와 동시에 맛의 역사도 깊은 달콤한 도시, 마쓰에.



다양한 매력이 숨쉬는 선물 같은 곳

         피부에 좋은 온천, 그림 같은 석양을 품은 호수, 

             여러 체험이 가능한 공방, 

                          과거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산책길에 

    맛과 멋이 공존하는 예쁜 거리까지. 

                 마쓰에, 이곳에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즈모타이샤마에역

마쓰에신지코
온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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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스키역

마쓰에역

사카이미나토역

야스기역

신지코호수

시마네와이너리
이즈모타이샤

마쓰에 잉글리시가든 마쓰에성

사카이미나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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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다치미술관

유시엔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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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 포겔파크

코인로커 コインロッカー

숙소 도착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고, 짐은 무겁다 싶을 때는 코인로

커를 이용해보세요. 크기별로 구비되어 있어 대형 트렁크라도 보

관할 수 있답니다.

 JR마쓰에역내   4:40~0:20（단, 0:20~4:40분 사이에는 꺼내고 다시 넣는 등의 출납은 

불가） ※0:00 이후는 추가 요금 발생   소·중형 ¥300, 대형 ¥500, 특대형 ¥700

임시 보관소 一時預かり所

코인로커에도 들어가지 않는 큰 짐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바로 이

곳, 임시 보관소에 맡기면 되니까요. 크기뿐 아니라 잠깐 짐을 맡기

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JR마쓰에역 남쪽출구 방면으로 나가 「一時預かり所」라고 적힌 간판을 따라 이동

 9:00~17:45   짐 한 개에 ¥500

환전 충분히 하고 가세요!

쇼핑할 때 마쓰에는 대도시처럼 모든 가게가 카드화되어 있지 

않으니, 카드사용이 가능한지는 쇼핑 전에 꼭 확인하자고요!

(슈퍼마켓, 숙박시설, 대형쇼핑센터, 선물가게 외에는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곳들이 많아요~ 

특히 음식점은 카드사용이 안되는 곳도 많으니 주의하세요!!)

 역에서 가까운 환전 가능한 곳: 松江中央郵便局（마쓰에 추오(중앙)우체국） → 18P 지도 참고

마쓰에고쿠사이칸코우안나이쇼

마쓰에와 그 주변 관광 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 곳. 요일에 따라 한국어 가능한 직원

이 상주하니 일본어를 몰라도 걱정 없답니

다! 물론 영어나 중국어도 OK~

 www.kankou-matsue.jp

 0852-21-4034

 9:00~18:00

 JR마쓰에역

   북쪽출구 앞

 연중무휴 

마쓰에시 Map

마쓰에의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마쓰에성 Area

자연과 예술, 그리고 
휴식을 품은 호수 

신지코 호수 Area

일본 최고의
명탕을 만나다 

다마쓰쿠리온천 Area

식사부터 쇼핑까지, 
모든 것이 이곳에 

교미세 상점가 & 마쓰에역 Area

마쓰에역에서 모든 여행을 시작 하세요!!
마쓰에국제관광안내소
松江国際観光案内所

마쓰에의 기후는 보통 온화한 편입니다. 마쓰에는 ‘물의 도시’란 별칭이 있을 만큼 비가 잦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 비는 대

부분 촉촉이 내리는 보슬비로 더욱 운치있는 도시풍경을 만들어요. 마쓰에의 빗방울은 ‘인연의 물방울(えにしずく: 에니시즈

쿠)’이라고도 하니 가끔은 빗속의 여행을 즐겨봄도 좋겠지요.   마쓰에기상대(松江地方気象台)  www.jma-net.go.jp/matsue/

기간 : 3월 중순~6월 중순

평균기온 : 14.5℃

*벚꽃시즌 : 3월 중순~4월 중순

기간 : 6월 중순~8월 말

평균기온 : 24℃

*장마철 : 6월 중순 전후~7월 중순 전후

기간 : 9월~11월 

평균기온 : 17℃

기간 : 12월~3월 중순 

평균기온 : 5℃
여름 가을 겨울봄

최저기온 : 1월✽1.1℃ 연간평균기온 : 14.9℃ 최고기온 : 8월✽31.3℃

기
후
캘
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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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사카이미나토항

요나고공항

인천공항

松江
마쓰에
인연의 물방울 



   

JR마쓰에역을 기·종점으로, 마쓰

에의 주요관광지를 순회하는 시

내버스. 인연점을 칠 수 있는 깜

짝 종이  같은 소소한 즐거움이 가

득~버스 내 전광판으로 한글 안

내도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인 여행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0852-60-1111   JR마쓰에역 7번 정류장에서 출발

 1회 승차 : ¥200, 하루 프리티켓 : ¥500(레이크라인버스 안에서 

운전사분께 구입 가능)

시간

※  위 시각표 이후는 일몰 시에 맞추어 저녁노을 코스(요메가시마 섬 

운행 루트)를 운행합니다.

 시간 및 정확한 노선도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matsue-bus.jp/lakeline

http://shimanekko.blog.me/(시마네현 교통정보)

시기 4~9월 3·10·11월 12~2월

시간 8:40~17:00 8:40~16:00 8:40~16:10

운행 간격 20분 20분 30분

공항에서 마쓰에 시내까지-

●요나고공항 → 마쓰에역[직행버스]

요나고공항에서 마쓰에역으로 들어올 때에는 직행버스를 타는 것

이 가장 편리합니다. 자칫 버스 시간을 놓쳐버리면 다음 버스 시간

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입국수속을 마치면 바로 

승차권을 구입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이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한 시간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0852-22-3681   요나고공항 4번 정류장에서 마쓰에역 방면 

(松江駅方面)버스 탑승   45분 소요 ※에어서울 항공편을 이용하는  

관광객은 시기에 따라 시간이 변동되오니 미리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90   www.yonago-air.com/kor/ 

※ 직행버스 시간이 안 맞을 때는 JR열차, 사카이미나토 직행버스 등을 

이용하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마네 교통정보 링크 http://shimanekko.blog.me/

엔무스비 퍼펙트 티켓 縁結びパーフェクトチケット
인연의 성지로 유명한 이즈모지역(마쓰에·이즈모)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3일간 자유롭

게 이용가능한 패스. 요나고 공항에서 마쓰에역으로 들어오는 공항버스(왕복)와 사카이

미나토역에서 마쓰에시로 들어오는 직행버스(왕복)도 포함됨은 물론, 이 티켓을 제시하면 

특전을 받을 수 있는 관광시설도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 단, JR은 이용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http://www.san-in-tabi.net/ticket/enmusubi.html

유효구간 레이크라인버스, 이치바타 전차·버스, 마쓰에시영버스 전 구간, 이치바타 교통 등  

유효기간 구입일부터 3일간(티켓에 찍힌 표시일까지)   ¥3,000

구입처 •요나고 공항 내, 버스티켓 구입 자동판매기 옆에 위치한 안내 카운터

•미나토사카이교류관(1F)내에 있는 사카이미나토시 관광안내소

매주 5회 에어서울이 인천 ↔ 요나고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 요나고공항 주 5회 운항

편명 인천공항 출발 요나고공항 도착

RS742 화요일 12:30 14:00

RS744 목요일 10:50 12:20

RS742 금요일 9:30 11:00

RS744 토요일 11:05 12:35

RS742 일요일 12:30 14:00

요나고공항 → 인천공항 주 5회 운항

편명 요나고공항 출발 인천공항 도착

RS741 화요일 15:00 16:40

RS743 목요일 13:35 15:05

RS741 금요일 12:00 13:30

RS743 토요일 14:00 15:35

RS741 일요일 15:00 16:40

 에어서울 http://flyairseoul.com/   요나고공항 : 0859-45-6121

주 1회 운항하는 DBS 크루즈 훼리. 저렴한 가격으로 선상여행의 

낭만을 즐겨보세요. 

동해항 → 사카이미나토항

사카이미나토항 → 동해항

  DBS훼리 : www.dbsferry.com

시내에 있는 2곳의 대여시설에서는 자전거의 자유로운 대여 및 반

환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린 자전거를 다른 장소에 반환해도 좋은 

시스템이라 굳이 돌아갈 필요가 없

다는 점이 편리! 단, 전동자전거는 반

드시 빌린 장소에 반환을 해야 한다

는 걸 잊지 마세요! 

  일반자전거(하루 : ¥300) 

   전동자전거(하루 : ¥500)

반환장소

•일반자전거(모든 대여 장소에서 반환 가능) 

✽마쓰에신지코온천역(松江宍道湖温泉駅) → 28P 지도 참고

 9:00~20:00   0852-21-2429

✽마쓰에호리카와·향토맥주관(松江堀川・地ビール館) → 12P 지도 참고

 9:00~18:00(동절기 17:00)   0852-55-8877

•전동자전거(대여 장소에 반드시 반환)

동해항 국제 여객 터미널 출발 사카이미나토항 도착

목요일 17:30 금요일 9:00

사카이미나토항 출발 동해항 국제 여객 터미널 도착

토요일 19:00 일요일 9:30

항공편 선박편 레이크라인버스 レイクライン 렌털사이클 レンタサイクル

국제 교통수단 시내 교통수단

레이크라인버스 노선

호리카와
유람선 노선

마쓰에역

현립미술관

마쓰에성

가라코로공방

시오미나와테

신지코온천

10 11

항구에서 마쓰에 시내까지-

●사카이미나토항 → JR사카이미나토역 [무료 셔틀버스]

항구에서 역까지 무료로 송영해주는 셔틀버스. 시간에 쫓기지 않

고 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발시간 : 9:15·9:35·10:05·10:35·11:05·11:35

※단 2019년 3월까지, 이후 변동가능

●JR사카이미나토역 → 마쓰에시 [직행버스]

JR사카이미나토역에서 출발해 JR마쓰에역, 신지코온천역, 마쓰에

성에 하차하는 알짜배기 직행버스입니다. 한국어 관광안내방송도 

나오니 일본어를 몰라도 걱정 없이 탈 수 있어요.

 0852-20-5205(이치바타버스 주식회사 본사)

 사카이미나토역 1번 정류장 → 마쓰에(松江)행 버스 탑승  

 약 40분   ¥1,000   www.ichibata.co.jp/bus

출발시간 : 9:30·10:30·11:40·12:30·13:25·14:00·15:00·16:00

※단 2018년 3월~2019년 2월 기준, 이후 변동가능

마쓰에 신지코온천역

(2018년 3월 현재)



마쓰에성

기타가키 고로케
きたがきコロッケ

호
 리
 카
     와
      강

헤룬노코미치
へるんの小径

치로리

향토맥주관
렌털사이클

호리카와 코마치
(기모노 대여점)

유람선 선착장

마쓰에성

호리카와유람선

흥운각

마쓰에 
역사관

시마네 물산관 
(기념품점)

마쓰에성(오테마에) 
버스정류장

버스정류장

고이즈미야쿠모기념관 앞
버스정류장

유람선 
선착장

무사의 저택시
오
미
나
와
테
거
리

다나베미술관

유람선 선착장

관광
안내소

가라코로 공방

야쿠모안

마쓰에 성내의 하트 돌, 하트 기둥

하트 돌·하트 기둥

마쓰에성 천수각으로 올라가는 돌담, 천수각 안의 

오동나무 기둥 어딘가에 하트 무늬의 돌과 나뭇결이 

있답니다. 구체적인 장소는 직접 찾아보시길. 400년

이 넘도록 고이고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하

트 무늬를 발견하면 멋진 인연의 끈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Tip 고전적 낭만 속에서 차 한잔 어때요?

마쓰에 흥운각 松江 興雲閣 마쓰에 고운카쿠

1903년 건설된 메이지 시대의 서양식 건물로 

당시 황태자였던 다이쇼 일왕이 산인을 방문

했을 때 숙박시설로 이용된 영빈관이랍니다.

3년간의 유지보존 공사를 거쳐 현재는 카페

와 전시공간으로 멋지게 바뀌었어요.

 0852-61-2100

 8:30∼18:15 (10월∼3월 16:45)

 연중무휴   무료

마쓰에를 통치한 

호리오 요시하루

에 의해 1611년

에 완성된 성으

로 마쓰에시의 

상징이기도 합니

다. 큰 재해나 보

수의 역사가 없어 에도시대의 옛 모습을 고

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데요. 일

본에 5개 있는 국보 성 중 하나, 산인지역에

선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수각이 이곳의 자

랑거리랍니다.

 0852-21-4030

 8:30~18:00(10월~3월 16:30) 

 • 레이크라인버스 : 마쓰에역 7번 정류장 

→ (10분) → 마쓰에성(오테마에) 정류장

•  도보 : 마쓰에역 → (25분)

 연중무휴

 성인 : ¥560·외국인（50%할인） : ¥280

(2018년 8월부터 성인 : ¥670·외국인 : ¥330)

‘국보’로 지정된 마쓰에의 상징!

마쓰에성 松江城 마쓰에죠

마쓰에성 주변의 대표 마쓰리(축제)

✽ 단단쇼쿠페스타 だんだん食フェスタ
음식축제·2월 한 달간

✽ 마쓰에 수등로 水燈路 
등축제·9월말∼10월말 

✽ 마쓰에 대차회 松江大茶会 
말차축제·10월 첫번째 토, 일

✽ 마쓰에 도교레쓰 松江鼕行列
큰북행렬·10월 셋째 일요일

마쓰에성 Area  
마쓰에의 역사와 전통을 한 눈에 - 마쓰에성 Area  

마치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

옛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다양한 경험을 즐겨보세요.

120엔의 즐거움!!
시마네현의 소고기, 
돼지고기와 감자를 
부드럽게 으깨 만든 

고로케! 

숯불로 구운 쫄깃한
떡 위에 팥앙금과 된
장소스를 발라 먹어요. 
‘부부당고’는 마쓰에의 

명물당고!

• 레이크라인버스 : 10분

   ▶11P 버스노선 참고

•  도보 : 25분

마쓰에역교통 마쓰에성 ▶

松江
마쓰에

인연의 물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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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시대 풍경 안을 산책하다

시오미나와테 塩見縄手

마쓰에성 북쪽 해자(垓子)를 따라 펼쳐지는 약 500m의 아름다운 산책길. 마쓰에시 전통미관지구로 지정

될 만큼 소박하고도 근사한 풍경으로 가득합니다. 옛 마쓰에를 돌아볼 수 있는 각종 기념관을 비롯해 다양

한 장소들이 함께해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 준답니다.

 • 마쓰에성에서 도보 5분 • 레이크라인버스로 고이즈미야쿠모 기념관 앞 하차

정원을 감상하며 이즈모 소바를 맛보자

야쿠모안 八雲庵

열매와 껍질을 함께 갈아 메밀의 향이 풍부한 이즈모소바의 

맛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소바 전문점! 마쓰에의 특산품인 칠

기가 새겨진 찬합에 담겨나오는 와리고 소바가 이곳의 대표 

메뉴랍니다.

 0852-22-2400   10:00~15:00   1월 1일, 2일

 삼색와리고소바(三色割子) ¥810   www.yakumoan.jp

기모노＆유카타를 입고 성주변을 산책해 보아요

기모노 대여점 호리카와 코마치 堀川小町 

유카타는 물론 기모노, 하카마 체험도 가능한 곳이랍니

다. 마쓰에성 옆에 위치해 있어 전통 복장으로 산책하기

도 좋으며, 대여를 하면 신발을 비롯한 각종 엑세서리는 

물론 간단한 머리 손질까지 해주니 이렇게 좋을 데가!!

 0852-23-7937   10:00~17:00(최종접수 15:00)   연중무휴

 유카타 대여비 ¥4,320   http://horikawa-komachi.com/

향토맥주 한 잔 뒤, 쇼핑의 여유!

호리카와 향토맥주관 松江堀川地ビール館

호리카와 후레아이 승선장과 마쓰에성에 가까운 

버라이어티한 공간. 마쓰에의 특산물 및 각종 과

자와 향토 술 등을 쇼핑할 수 있는 1층. 향토 맥

주가 시음 가능한 맥주 카운터도 배치되어 있으

니 체크! 2층은 식사가 가능한 레스토랑으로 쇼

핑 후 간단한 식사를 할 수도 있답니다.

 0852-55-8877

 •물산관·향토맥주시음카운터（맥주시음 : 유료)     

     9:00∼17:30

   •비어레스토랑(2F) 11:00~17:30（라스트 오더 : 16:30）

 연중무휴   www.ichibata.co.jp/jibeer/

뱃놀이의 낭만과 정취 어린 풍경

호리카와유람선 堀川遊覧船 호리카와유란센

마쓰에성을 감싸듯 흐르는 호리카와(堀川)를 천

천히 일주하는 시간. 소박한 자연과 도시 풍경이 

어우러진 마쓰에 시내를 강을 타고 유유히 관람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다리를 지날 때 내려오는 

지붕이나, 뱃사공의 구수한 입담이나 구성진 노

랫소리는 뱃놀이를 더 즐겁게 해주는 요소 중 하

나. 11월부터 고타쓰(겨울용 난방기구)를 설치해 

겨울에도 따뜻한 유람이 가능합니다.

 0852-27-0417   3~6월·8월16일~10월 10일 : 9:00~17:00·7~8월 15일 : 

9:00~18:00·10월 11일~2월말 : 9:00~16:00(약 15분 간격으로 운행)

  승선장소는 총 3곳(유람시간 : 약 50분)

•오테마에(마쓰에성 앞) : 레이크라인버스 오테마에 유람선 승선장 하차

• 호리카와후레아이(향토맥주관 옆) :  레이크라인버스 호리카와 유람선 승선장 하차          

•가라코로광장(교미세상점가 입구) : 레이크라인버스 가라코로공방 하차 도보 1분

 무휴(악천후 운행 중지)   성인 ¥1,230·외국인（33%할인） ¥820

 http://www.matsue-horikawameguri.jp/language/kr/

Tip 마쓰에의 인사말

‘단단(だんだん)’은 ‘감사합니다’의 이 지역 사투리랍니다. 마쓰에 여행 때와 호리카

와유람선을 타고 내릴 때 뱃사공 아저씨께 ‘단단(だんだん)’이라고 말해 주세요.

마쓰에의 역사강의와

옛 민요 가락을 동시에 들려주시는

멀티 뱃사공 아저씨!!
인연만

들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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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가득한 오리지널 잡화들

수공예 잡화 치로리 てづくり雑貨 ちろり

100년도 더 된 민가를 리뉴얼한 가게. 외관부터 걸음을 멈추게 하

는 가게. 일부러 구매를 하지 않아도 들어가 천천히 구경을 할 수 있

는 인테리어 전시 잡화 전문점이랍니다.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

는 오리지널 잡화들이 가득~ 이 모든 작품들이 오너의 정성이 가

득한 수제 공예란 사실! 가격대도 저렴해서 구입에도 부담 없답니다.

 0852-23-1722   10:00~17:00   수요일

옛날 무사들의 생활 엿보기

무사의 저택 武家屋敷 부케야시키

에도시대에 활약했던 중급 무사의 저택으로 그들이 사용했던 가구, 생활

용구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현관이나 손님방은 훌륭한 데 비해 사생활 

부분은 검소했던 부분에서, 공사의 구분이 명확했던 당시 무사들의 생활

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한 기분이 드는 곳이에요. (2018년 7월까지 보존 수리로 임시휴관)

 0852-22-2243   4~9월 8:30~18:10·10~3월 8:30~16:40

 • 레이크라인버스 : 고이즈미야쿠모기념관 앞 하차 후 도보로 약 1분

•  도보 : 마쓰에역 → （약 30분）, 마쓰에신지코온천역 → (약 20분)

 연중무휴   성인 ¥300·외국인（50%할인） ¥150

다도문화의 정수, 보실래요?

다나베미술관 田部美術館 다나베비쥬츠칸

마쓰에의 다도문화를 꽃피웠던 번주 ‘후마이공’의 애장품과 다도구를 직

접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향토 도자기인 ‘라쿠잔야키’, ‘후지나야키’ 

등 마쓰에 차(茶) 문화와 역사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 가득 전

시되어 있어요. 

 0852-26-2211   9:00~16:30

 매주 월요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관)·연말연시(12월 29일~1월 1일) 

 성인 ¥620, 고등학생·대학생 ¥410, 중학생 이하 무료

 www.tanabe-museum.or.jp

박물관에서 즐기는 다도의 특별함

마쓰에역사관 松江歴史館 마쓰에레키시칸

400년 전의 마쓰에의 성읍마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전통가옥 풍의 박물관입니다. 관내 찻집 ‘키

하루’에서는 일본 정원을 바라보며 장인이 손수 만든 달콤한 화과자와 말차를 즐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0852-32-1607   4~9월 8:30~18:30·10~3월 8:30~17:00(전시실 입장은 폐관 30분전 까지)

•레이크라인버스 : 오테마에 유람선 승선장 하차 후 도보로 3분 •마쓰에성 : 도보 5분

 매월 제 3 목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무료(기본 전시 관람료 : 성인 ¥510·외국인(50%할인) 

¥250) •역사관 내 카페 ‘키하루’ (역사관 입장은 무료)  추천메뉴 : 말차 + 화과자 세트 ¥800

 www.matsu-reki.jp

화과자, 말차
맛보기

유서깊은 명품 먹거리
마쓰에의 화과자와 말차
일본 3대 화과자 명소 마쓰에. 여기엔 오랜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유파나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독특한 다도 「후마

이류(不昧流)」를 남긴, 마쓰다이라 가문의 7대 번주 마쓰다이라 하루사토(후마이공)의 영향이 크답니다. 다

도에 능통한 후마이공에게 헌상하기 위해 화과자 장인들이 경쟁하듯 기술을 연

마했다는 것이 마쓰에의 화과자가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고 해요. 

특히 그가 다회에서 즐긴 화과자를 후마이코노미「不昧好み」라고 하는데, 지금

도 차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 깊은 전통과 독특함을 지닌 마쓰에의 차(茶)문화. 맛

있는 말차 한 잔과 화과자를 곁들이며 직접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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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코로
다이코쿠사마

가라코로 공방

야마짱

카바 마쓰에점  

엑셀호텔 도큐
도요코인 호텔

유람선 선착장

행운의 
핑크 우체통

소원의 샘물

JR마쓰에역

마쓰에
중앙우체국

이온AEON

신지코 호수

엠지MG

고야쇼지고야쇼지

가라코로 공방
버스정류장

마쓰에관
(민박형료칸)

마쓰에국제관광안내소

고히칸
쓰키가세
    月ヶ瀬

세이요켄
교바시정류장

심야한잔은 
이곳에서!

교미세쇼텐가이

도미인 호텔

교미세 상점가 & 마쓰에역 Area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묘미인 쇼핑과 이색체험.

특별한 기념품, 특별한 티타임, 특별한 추억을 

갖고 싶은 당신에게 추천하는 곳.

여심을 사로잡는 예쁜 가게가 가득~

교미세 상점가 京店商店街 교미세쇼텐가이

가라코로 공방 맞은편에 위치. 아기자

기한 멋과 분위기를 자아내는 교미세 

상점가. 에도시대 일왕계(公家)일가에 

속하는 딸이 마쓰에번으로 시집 왔을 

때, 교토풍의 거리를 만든 것이 교미세 

상점가의 기원이라고 해요. 현재는 여

성 취향의 잡화점, 레스토랑, 카페 등

이 들어서 세련미를 더한 거리랍니다.

한국의 이마트 같은 
복합쇼핑몰!! 

마쓰에역에서 도보
10분, 영업은  9:00~

22:00

가라코로 공방 ▶

• 레이크라인버스 : 약 30분

  (단, 교바시(京橋)정류장에

서 내리면 약 8분)

   ▶11P 버스노선 참고

•  도보 : 20분

마쓰에역교통

교미세 상점가 “인연만들기 장소”

선물, 체험, 쇼핑, 식사 모든 것이 한 번에!

가라코로공방 カラコロ工房 
                 가라코로코우보우

옛 일본은행 마쓰

에지점 건물을 개

조하여 만든 멀

티 공방. 보는 이

를 사로잡는 다양

한 액세서리와 소

품들을 구입할 수 

있음은 물론, 화과

자 만들기, 마가타

마 만들기, 기모노 체험 등 직접 해볼 수 있

는 프로그램이 많이 구비되어 있어 즐거움

을 더합니다. 식사부터 디저트까지 해결 가

능한 맛있는 공간도 여럿이라 배고플 걱정

도 없어요~

 0852-20-7000   9:30~18:30

  레이크라인버스로 가라코로공방 앞에서 하차 

  연중무휴(12월 30일~1월 1일 휴관)       

※일부 정기휴일 있음. 

 무료. 단, 추천 체험은 유료

   • 화과자만들기 : ¥1,350

(11:00~, 14:00~ 수요일 휴무·예약제) 

   •  마가타마(곡옥)목걸이만들기 : ¥1,050~

 www.karakoro-kobo.com

이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다! 

엑셀호텔 도큐 エクセルホテル東急

마쓰에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최고의 접근성을 자랑하는 비지

니스 호텔. 깔끔한 내부와 충실히 갖춰진 호텔용품이 편안한 휴

식을 돕습니다.

 0852-27-0109   체크인(15:00)·체크아웃(10:00) 

 마쓰에역 북쪽출구에서 도보로 약 3분

 www.matsue-i.tokyuhotels.co.jp

숙박비 걱정은 이제 그만~

도요코인 호텔 東横イン

저렴한 가격에 비해 뛰어난 접근성과 편의성을 두루 갖춘 비지니

스 호텔. 간단하지만 맛 좋은 조식 서비스로 주머니가 가벼운 여

행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0852-60-1045   체크인(16:00)·체크아웃(10:00)

 마쓰에역 북쪽출구에서 도보로 약 3분   www.toyoko-inn.com 

심야식당을 연상시키는 엔틱 카페＆레스토랑

엠지 (MG)
복고적인 웨스턴바 풍의 실내가 인상적인 카페 겸 레스토랑! 모든 메뉴가 

맛있어 보여 고민이 될 때는 주저 없이 오늘의 정식을 주문해 보세요~

 0852-24-2099   10:00~21:00（라스트오더 20:30）

·런치타임11:30∼15:00·카페타임(식사 불가능)15:00~17:00  

 토요일   추천메뉴 : 오늘의 정식 ¥680

1969년 오픈해 
현재까지 많은 단
골손님들의 성원을 얻
고 있는 오랜 역사의 

맛집!

마쓰에의 명물 
아고다시(날치육수)

라면은 미용과 다이어
트를 추구하는 여성들에
게 폭발적인 인기! 

松江
마쓰에

인연의 물방울 

인연만
들기

장소

"행운의 핑크 우체통"
장소 : 가라코로 공방
핑크 우체통을 배경으
로 사진을 찍으면 핑
크빛 행복이 찾아온다
고 해요!

"소원의 샘물"
장소 : 가라코로 공방
파워스톤(2개 : ￥200) 
하나를 샘물 안에 던지
고 나머지를 간직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고야쇼지"
장소 : 교미세 상점가 
돌길의 큰 ♥를 밟고 있
는 동안 작은 ♥를 밟는 
사람이 바로 당신 운명
의 상대!!

"가라코로 다이코쿠사마"
장소 : 교미세 상점가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복의 신 '다이코쿠사마
로'부터 계시를 듣게 된
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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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가 가득한 로맨틱 신사♥두근두근 인연점
야에가키 신사 八重垣神社 야에가키진자
신화 ‘야마타노오로치’의 두 주인공. 남신(男神) 스사노오노미코토와 그에게 구원받은 여인 이나타히메가 신혼살
림을 차렸던 곳이 바로 이곳, 야에가키 신사랍니다. 예로부터 남녀의 인연을 맺어주는 데에 특별한 기운이 있다
고 전해지는 곳인데요. 과거 이나타히메의 거울로 쓰였다고 전해지는 ‘거울의 연못’에서는 직접 인연점을 쳐볼 수
도 있으니 솔로라면 이곳에 발도장 필수!

 0852-21-1148   9:00~17:00(신사 사무처)   마쓰에역 4번 정류장 「八重垣神社」행 시영버스로 약 20분(야에가키신사 정

거장 하차)   연중무휴   무료(인연점 종이 구입 : ¥100)·보물전 별도요금(¥200)

 www.shinbutsu.jp/45.html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모란향 가득한 꿈의 정원!!

유시엔 由志園

365일 지지 않는 모란을 만날 수 있는 멋진 장소. 산책하며 즐기기에 좋은 회유식 정원으로 계절마다 독특한 아
름다움을 담기로 유명한 곳이에요. 1만 평 가량의 넓은 부지 안에는 근사한 정원 외에도 전망 좋은 식당 및 고
급스러운 기념품 가게 등이 갖춰져 있어 경치 감상 외에도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0852-76-2255   9:00~17:00   이치바타버스(마쓰에 ↔ 사카이미나토 직행버스：유시엔 경유)：마쓰에역 9번 정류장·마쓰

에신지코온천역 4번 정류장·마쓰에성 정류장·사카이미나토역 1번 정류장   연중무휴

 성인 : ¥800(시기에 따라 ∼¥1000)·외국인할인 : ¥700   www.yuushien.com

종이를 들고 신사 뒷편 
거울의 연못으로 이동

종이 위에 ￥10 또는 ￥100 
동전을 올려놓고 나타나는 
점괘를 읽는다.

♥종이가 빨리 가라앉을수록 인연은 빨리 찾아오고, 가까운 곳에 가라앉을수록 나의 인연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뜻이랍니다.

도롱뇽이 종이 아래로 
지나가면 점괘가 잘 
이루어 진답니다.

인연점
치기

사무처에서 인연점 
종이를 구입(￥100)

추억만들기
하나 

추억만들기
둘 

인연만
들기

장소

20 21



다마쓰쿠리유신사

온센시모(温泉下)
버스정류장

히메가미 히로바 
버스정류장

족욕탕

행운의 돌

초세이카쿠료칸

관광안내소

다마쓰쿠리 
온천역

히메라보

아가토

타코야키
사쿠라

이치노야

야오요로즈 
마켓 

오시로이지조

유야쿠시
히로바

소바토미

마쓰노유료칸

노천
카페

류즈

온센카미(温泉上) 
버스정류장

다마쓰쿠리온천 
버스정류장(종점)

고
속
도
로

족욕탕 족욕탕

키친카논5

6

6 6 2

1

3

4

7

유유온천

코이노쿠루이도

코이카나이바시

곤야료칸 아트박스

다마쓰쿠리 온천 Area  
오랜 역사와 탁월한 미용효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곳.

온천은 물론 사계의 매력을 품은 아기자기한 온천가 산책은 필수!

신들도 찾은 미인탕에서 여신되기 프로젝트

다마쓰쿠리 온천 玉造温泉 다마쓰쿠리온센

「신들도 몸을 담갔다」고 전해지는 1300년 역사를 지닌 명탕. 고서에 「다마쓰쿠리온천

에 한번 몸을 담가도 피부는 백옥같이 미끈해진다」고 적혀있을 만큼 예로부터 미용 효

과가 탁월했던 곳이랍니다.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황산 염천 수질로, 특히 

미백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건강과 미용,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온천. 경험하지 않으면 후회하겠죠?   0852-62-0634(다마쓰쿠리온천료칸협동조합) 

다마쓰쿠리 온천가에서 열리는 마쓰리나 행사

✽ 하나후부키온센마쓰리 花吹雪温泉まつり
벚꽃 온천 축제·3월 하순~4월 중순

✽ 히카리노유메게키죠 光の夢劇場 
빛과 꿈의 극장·7월 중순~9월 하순

✽ 다마쓰쿠리온센나츠마쓰리 玉造温泉夏まつり 
다마쓰쿠리온천 여름축제·7월 중순~8월 하순

다마쓰쿠리온천역 ▶  ▶

 ▶

약 8분 소요
(편도 ¥200)

택시 : 5~10분, 
도보 : 약 30분

약 30분 소요
(편도 ¥520)

교통

열차

버스

마쓰에역

마쓰에역 5번 정류장 61·62번

春 夏 秋 冬

1  뽀얀 피부를 바랍니다✽오시로이지조 おしろい地蔵：清巌寺
미백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오시로이지조. 본인 피부와 같은 곳(지장보살의 얼굴 부분)에 

준비된 화장분을 살짝 칠하며 소원을 빌면 그 부분이 뽀얗게 깨끗해진다고! 

※지장보살 밑에 기원용의 화장분과 붓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2  사랑을 이루어 준다는 러블리 대교✽코이카나이바시 恋叶い橋
탐스럽게 빨간 다리 위에 서서 다마쓰쿠리유 신사의 도리이(鳥居)를 배경으로 사진

을 찍으면 원하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솔로들을 위한 셀프 카메라대도 준

비되어 있는 센스!

3  사랑이 오나요? 사랑성취 우물✽코이노쿠루이도 恋来井戸
사랑을 뜻하는 恋（코이）와 잉어를 뜻하는 鯉(코이), 그리고 ‘오라’는 의미를 가진 来い
(코이）. 이 트리플 사랑을 말하는 연못의 잉어에게 먹이를 주면 싱그러운 사랑이 찾아온

다네요! ※사랑을 이루어주는 묘약（恋叶いの素잉어밥：¥100）은 별도 구매

4  나만의 온천수 미스트✽유야쿠시히로바 湯薬師広場
1300년의 역사를 지닌 미인탕인 온천수를 구입 할 수 있는 장소. 신사모양의 원목 구입

처에 200엔 동전을 넣고 공병을 구입하면 OK. 나만의 미스트를 만들어봐요~

5  신화의 주인공들이 반갑게 맞이해주는 거리✽신화 오브제

다마쓰쿠리 온천가는 신들의 탕이라 불릴 만큼 신들과 관련된 장소들이 많답니다. 그래

서인지 거리를 걸을 때면 신화와 관련된 주인공들이 산책길 걸음마다 반갑게 맞아준답

니다~ (신화의 주인공들이 오브제 청동상으로 되어 있어요!）

6  여행에 지친 나의 발에 휴식을~✽아시유 足湯
계속되는 여행길에 지친 발을 쉬게 해 주는 고마운 안식처 ‘아시유(족욕탕)’. 무료라 더욱 

좋은 이곳! 다마유가와 강가와 온천가 중간지점 총 세 곳에 위치해있으니 참고하세요~

7  온천수로 달걀삶기!✽오모지로 가마 おもじろ釜
다마쓰쿠리온천역에서 다마쓰쿠리온천가로 가는 길목에서 터널을 지나면 바로 김이 모

락모락 나는 가마를 발견할 수 있어요. 70℃를 넘는 뜨거운 온천수에 달걀이나 야채

를 약 20~30분 정도 담그면 맛있는 온천달걀로 변신! 단, 달걀과 야채는 개인 지참이

니 잊지 마세요~

1 2 3 4 5 6 7

松江
마쓰에

인연의 물방울 

인연만
들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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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가

히메가미 히로바(姫神広場) 버스정류장 

2018년 기준



다마쓰쿠리 온천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작은 신사.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돌(네가이이시)의 효과가 특히 유명해, 
전국 각지에서 소망을 품고 찾아오는 이들이 많은 곳이랍니다. 

 0852-62-0006   9:00~18:00（사무처 : 12:00~13:00 문을 닫음)   연중무휴

 신사 경내는 무료 ※단 스톤파워 점을 볼수 있는 叶い石(가나이이시)를 사무국에서 구입（¥600）    www.tama-onsen.jp/negaiishi

✽다마쓰쿠리유신사의 소원빌기 참배순서

1) 경내에 들어서면 먼저 양손과 입을 헹군 후 몸과 마음을 정돈한다.

2) 신사 배전에 먼저 가서, 신에게 왔음을 알리고 소원을 빈다.

3)  주머니 안의 叶い石(가나이이시 : 소원을 들어주는 돌)를 꺼내 願い石（네가이이시 : 소원을 비는 돌）의 흐르는 물로 가볍게 씻는다.

4)  願い石（네가이이시）에 叶い石（가나이이시）를 올려놓고 빌고자 하는 소원을 3번 마음속으로 외친다.  

5)  주머니 안의 종이를 꺼내 소원을 적고 (주소와 이름도 함께!) 첫 장은 주머니 속에 넣고, 뒷부분에 적힌 종이는 배전함 앞에 있는 「願い札 
納入箱」에 조용히 넣는다. 마지막으로 배전을 향해 다시 한번 참배를 하면 끝!

6)  오마모리 부적 주머니에 소원을 들어주는 돌인 叶い石와 소원종이 한 장을 잘 넣어 항상 간직하면 된다.

온천수로 예뻐지기!

히메라보 姫ラボ
수분 흡수에 효과가 좋은 다마쓰쿠리 온천수로 만든 온천화장품. 특히 피부결 정돈과 모공수축에 

좋다고 해요.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줘 핑크빛 피부톤 연출이 가능한 마법 같은 화장품! 효과가 정

말 탁월해 재구매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여성분들이 정말로 많다고 하네요.

 0852-62-1556   8:30~21:30   비정기휴일   키라키라 미스트 : ¥1,100·히메라보 비누 : 

¥1,500·히메라보 겔(수분크림): ¥2,500   www.hime-labo.com

쇼핑도 하고~ 온천도 하고~

다마쓰쿠리온천 유유 玉造温泉 ゆ～ゆ 다마쓰쿠리온센유유

당일 온천이 가능한 복합 온천시설 ‘유유’. 실내탕, 노천온천, 사우나 등 다양한 시설이 있어 

취향대로의 온천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특산물이 충실히 완비된 매점이 매우 유명

하니 쇼핑 시 빼놓지 마세요.   0852-62-1000   10:00~22:00(접수는 21:20까지) 휴무 : 

월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JR마쓰에역에서 이치바타 버스(61·62번)를 타고 히메가

미 히로바(姫神広場)에서 하차   성인 ¥500   www.tama-yuuyu.com

영험한 스톤파워로 소원 빌기!

다마쓰쿠리유신사 玉作湯神社 다마쓰쿠리유진자

온천료칸

나만의 개인탕을 골라보는 재미 

마쓰노유 松乃湯

2011년 6월에 리뉴얼로 새롭게 태어난 전통 깊은 료칸. 대형 마가타마(곡옥)가 

장식되어 있는 식당 「이즈모」는 이곳만의 특별한 볼거리! 실내탕, 노천온천 이

외에도 혼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전세 개인탕(貸切露天風呂)이 있어 자유

로운 온천이 가능하단 점이 장점이랍니다. 그 종류 또한 다양해 골라가는 재

미도 쏠쏠~ (별도요금 : ¥2,160·50분 이용·3명 기준)

 0852-62-0611   matsunoyu.jp

섬세한 여성을 위한 맞춤 료칸

엔무스비노야도 곤야 出雲神々縁結びの宿 紺家

인연을 맺어준다는 의미를 담은 전통료칸 곤야. 섬세함이 돋보이는 아담 사

이즈의 료칸입니다. 여성 취향의 요소를 많이 갖춘 곳이기도 하지요. 서로 다

른 분위기를 갖고 있는 4개의 정원 또한 온천에 이은 곤야의 자랑거리랍니다.

 0852-62-0311   www.yutei-konya.jp 

파워스톤에 둘러싸여 호화로운 온천을!

초세이카쿠 玉造グランドホテル 長生閣 다마쓰쿠리그란도호테루초세이카쿠

로비에서 바라보는 스케일 큰 정원과 화려한 대욕장이 매력인 료칸호텔. 대욕

장 등의 탕들에는 이즈모특산의 파워스톤 마노가 약 1만 개 이상이 깔려있어 

호화로운 기분을 들게 한답니다.

 0852-62-0711   www.choseikaku.co.jp

인연만
들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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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가에서 구입하는 액세서리의 특별함

톤보다마 공방 이치노야 とんぼ玉工房 いちの家

약 80종류의 유리구슬로 만들어진 톤보다마(동그란 구슬) 액세서

리가 가득한 공방.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체험도 가능하다니 체

크해 두시길~

 0852-69-9367   9:00∼18:00   비정기휴일

 유리구슬로 만든 핸드폰 줄 액세서리 ¥1,150~

 ichinoya.biz

지역 한정 특산품은 이곳에서!!

야오요로즈 마켓 八百万マーケット

2017년 봄에 오픈한 지역 특산품 전문점. 생산자&소비자 뿐 아니라 

사회공헌에도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든 곳이랍니다. 천연 다시팩, 

지역산 생강으로 만든 진저에일 뿐 아니라 국가공인 유기농 녹차, 

홍차, 엄선된 도자기 제품 등등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

으니 발도장 필수!

 0852-67-6650   9:00∼18:00   화요일

 천연 다시팩 ¥600·진저에일 ¥330 

(Visa, Master 신용카드 가능)

선술집의 라면이라곤 믿을 수 없어!

류즈 龍頭

현지인들이 강력 추천하는 온천가의 선술집 겸 라면집이에요. 담백

하고 깊은 맛이 일품인 라면 외에도 신선한 생선요리가 이곳의 자

랑거리랍니다.

 0852-62-1469   11:30~13:00·17:30~24:00

 비정기휴일   라면 ¥500·야채라면 ¥700

입에서 살살 녹는 고소한 타코야키

타코야키 사쿠라 たこやき櫻

현지 인기메뉴는 계란을 주재료로 한 타르타르 소스를 올린 ‘타르타코’

랍니다. 주문　후 바로 만들기 때문에 언제든 따끈따끈한 타코야키를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일반 소스 타코야키, 소프트 아이스크림, 음료 등

도 갖춰져 있구요. 족욕탕에 발을 담근 채로 고소한 타코야키 어떠세요? 

 0852-62-0232   10:30~21:00   월요일

 타르타코 6개입 ¥450

파티쉐가 만드는 건강하고 맛난 수제과자점

비하다 마루쉐 美肌マルシェ

미인탕으로 유명한 다마쓰쿠리 온천가를 찾아주신 손님께 건강한 먹

을거리를 제공하는 과자점이랍니다. 디톡스 효과가 높은 압축현미와 

지역산 재료를 써서 보기도 좋고 몸에도 좋은 수제과자! 선물로도  

안성맞춤이에요. 

 0852-67-5050   09:00~19:00

 목요일   생강쿠키 5개입 ¥540

 www.facebook.com/bihadamarusye/

몸에 좋고 맛 좋은 마실거리를 찾으시나요?

mame café
아트박스 2층에 자리잡은 소박한 찻집. 창문 너머로 다마쓰쿠리 온천

가를 바라보며 느긋한 시간을 즐기는 것은 어떨까요. ‘말차 카푸치노’

라는 손님이 직접 거품을 내서 먹는 독특한 메뉴 외에도 생강녹즙, 마

쓰에 홍차, 허브티, 두유 커피모카 등 몸에 좋은 차가 종류별로 여러분

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9:00~19:00(라스트오더 18:00)   목요일   말차 카푸치노 

¥550, 생강녹즙 ¥480, 두유 커피모카 ¥480  

 www.facebook.com/mamemamemamemame/

쇼핑과 다양한 먹거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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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쿠초호

이치바타전차

   마쓰에신지코온천역

뉴어반 호텔

요메가시마 섬

석양전망의 최적지점     

시마네현립미술관

족욕탕

스이텐카쿠

신지코 호수

현립미술관
버스정류장

렌털사이클

재첩관

족욕탕

아름다운 석양 속을 유람하다

신지코호수 관광유람선 하쿠초호 宍道湖観光遊覧船 - はくちょう号

신지코 호수에 떠있는 요메가시마 

섬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 가능

한 유람선. 석양 시간에 맞춰 유람

선을 탄다면 백만 불짜리 뱃놀이! 

3월부터 11월 중순까지만 운행하니 

미리 날짜를 확인하세요!

 0852-24-3218   출항 9:30~ 하루에 5~6편(최종편은 석양 시각에 맞춰 출항)  

 마쓰에역 북쪽출구에서 제 2승선장까지는 도보로 약 5분   무휴(12월~2월은 토·일요일·공휴일

만 운항) *자세한 운항시간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성인 ¥1,450·외국인(30%할인) : ¥1,000  

 www.hakuchougo.jp   신지코 호수 석양 정보 : www.kankou-matsue.jp/shinjiko_yuuhi

시마네현립미술관 ▶

• 레이크라인버스 : 40분

   ▶11P 버스노선 참고

•  도보 : 15분

마쓰에역교통

16

17

18

19

20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월

석양을 
요메가시마 섬과 함

께 볼수 있는 최적의 절
경포인트 장소입니다. 

석양이 
가장 아름다운 
월별 시간대 

신지코 호수·온천가에서 열리는 마쓰리

✽ 마쓰에 스이고사이 松江水郷祭
불꽃축제·8월 4일

✽ 덴진 마쓰리 天神祭 
오미코시 축제·7월 24일∼25일

신지코 호수 宍道湖
일본에서 7번째로 큰, 둘레 45km

를 자랑하는 호수. 현립미술관 앞

에서 보는 석양이 아름다워 계절

마다 시간에 맞춰 호숫가에 관광

객들이 모여든다.

작품에 둘러싸여 감상하는 자연의 예술

시마네현립미술관 島根県立美術館 시마네켄리츠비쥬츠칸

신지코 호반에 있는 석양이 아름다운 미술관. 1년 내내 이어지는 다양한 기획전과 컬렉션. 편리

한 교통과 멋진 조망권까지 더해 최적의 데이트 코스. 관외 잔디밭에 있는 12마리 토끼 중, 두 

번째 아이에게 재첩을 주고 서쪽을 향해 머리를 쓰다듬으면 행운이 온다고 하네요! 

 0852-55-4700   3~9월 10：00~ 일몰 후 30분（전시실 입장은 일몰시각까지）, 10~2월 10：00~18：30（전시실 입장은 18：00까지）  

 마쓰에역에서 도보 약 15분, 레이크라인버스 이용 시 현립미술관 앞에서 하차   화요일·연말연시

 기획전 : 어른 ¥1,000·외국인（50% 할인） ¥500·컬렉션 : ¥300   http://www.shimane-art-museum.jp/korea/

호수와 마주하며 온천 즐기기

스이텐카쿠 夕景湖畔すいてんかく

신지코 호수가 바로 마주 보이는 전통료칸. 시내 관광지와 이즈모 방면

으로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입니다. 넓은 대욕탕과 노천탕, 제철에 맞게 

엄선하여 내놓는 풍부한 요리가 이곳만의 자랑거리. 본인의 취향에 맞도

록 유카타 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으니 꼭 이용해보세요!

 0852-21-4910   마쓰에역에서 레이크라인버스로 지도리초(千鳥町)
에서 하차   www.suitenkaku.co.jp

조망도 교통도 최고!

마쓰에 뉴어반호텔 松江ニューアーバンホテル

마쓰에성도 가깝고, 신지코 호수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온천을 겸비한 

호텔. 숙박객에게 마쓰에역까지 무료송영서비스(7:30·8:15·9:00 호텔

출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0852-23-0003   레이크라인버스로 스에쓰구진자마에(須衛都久神
社前)에서 하차   new.matsue-urban.co.jp

신지코 호수 Area  
일본 최고의 석양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호수 신지코. 

백만불짜리 노을과 함께하는 예술 작품과 온천. 

오직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함입니다.

松江
마쓰에

인연의 물방울 

28 29

재첩뿐 아니라 

마쓰에의 특산품도 여기서!

재첩관 しじみ館

신지코 호수에서 막 잡힌 싱싱한 재

첩을 전시, 판매. 재첩드링크, 재첩

간장을 비롯한 재첩 가공품은 물론 

마쓰에 화과자와 특산품도 갖춰져 

있답니다.

 0852-21-5252   3~11월 

8:40~18:00, 12~2월 9:00~17:00  

 연말연시   www.shijimikan.com

재첩 드링크

2018년 기준



과거를 옮겨놓은 영국식 정원의 매력

마쓰에 잉글리시 가든 松江イングリッシュガーデン 
19C~20C의 영국정원을 모티브로 만들

어진 낭만적인 정원입니다. 가든은 인공

정원과 자연정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화이트정원의 부부 덩굴을 배경으

로 사진을 찍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0852-36-3030   4~9월 : 9:00~17:30·10~3월 : 9:00~16:30 

(마지막 입장 : 30분 전)   마쓰에 잉글리시가든마에역에서 도보 5분

 연말연시(12월 29일~1월 3일)

 무료 

 www.matsue-englishgarden.jp

꽃과 새의 낙원에서 보내는 동심의 시간

마쓰에 포겔파크 松江フォーゲルパーク 
‘꽃과 새의 천국’이란 별칭답게 각종 꽃과 새들의 세상이에요. 세계

적인 규모의 온실에는 1년 내내 베고니아, 수령초 등 1만 송이 이상

의 꽃을 만끽할 수 있으며, 부엉이 비행쇼나 새에게 먹이주기 체험, 

귀여운 복장의 펭귄 산책쇼 등 볼거리, 체험거리도 다양합니다. 정

원 내 「행복의 의자」에 커플이 앉아 사랑을 맹세하면 영원한 행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0852-88-9800   4~9월 : 9:00~17:30·10~3월 : 9:00~17:00 

(폐장 45분 전까지 입장 가능)   마쓰에포겔파크역에서 도보 1분

 연중무휴   성인 ¥1,540·외국인（30% 할인） ¥1,080

 http://www.ichibata.co.jp/vogelpark/ko

이치바타전차 一畑電車 이치바타덴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기립박수를 받은 영화 <RAILWAYS>의 주인공인 바로 그 열차! 향수

를 불러일으키는 외관과 오랜 역사로 많은 철도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이치바타 전차. 

주요 관광지를 이동할 때 한 번 이용해보시길!

 www.ichibata.co.jp/railway   0852－21－2429   한 시간당 한대 간격으로 운행

주요 관광지 구간 교통요금

마쓰에신지코온천역 ↔ 마쓰에잉글리시가든마에  어른 ¥220·어린이 ¥110

마쓰에신지코온천역 ↔ 마쓰에포겔파크    어른 ¥410·어린이 ¥200

마쓰에신지코온천역 ↔ 이즈모타이샤마에    어른 ¥810·어린이 ¥400

‘이치바타전차’를 타고 
떠나는 새로운 세상!

밤여행의 묘미- 나이트 라이프!! 

즐겁다! 맛있다! 저렴하다!

오사카신세계 야마짱 大阪新世界 山ちゃん 오사카신세카이 야마짱

오사카 선술집과 한국 포장마차의 장점을 모두 갖춘 활기찬 분위기의 이자

카야. 다양한 종류의 음식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골고루 맛볼 수 있어 밤은 

물론 런치에도 성황 중이랍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산토리 프리미엄 몰츠가 기본 생맥주로 나온다

는 점이 특히 매력적!

 0852-24-3929   11:30~24:00(런치 영업도 함)   마쓰에역 북쪽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

 무휴   ¥2,000~·런치：¥600~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선술집

로바타 카바 炉端かば

항구에서 직송되는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카바. 해산물 뿐 아니라 지역산  

토종닭을 사용한 치킨커틀릿(카바노아시아토) 또한 맛나답니다.

 0852-26-9900   17:00~다음날 3:00(일요일 17:00~1:00)

 마쓰에역 도미인호텔에서 도보 3분   무휴

 카바모리 모듬회 ¥1,728(2인분)·카바노아시아토(치킨커틀릿) ¥950 

오랜 전통의 일본식 양식점

세이요켄 レストラン西洋軒

80여년의 역사로 지역주민들에게 유명한 가게이며 우설스튜(タンシチュー)와 오므라이스 등 일본식  

양식메뉴가 맛있답니다.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인테리어도 인상적이고 런치타임, 저녁타임 모두  

비슷한 가격대여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어요.

 0852-22-3434   10:30∼14:00, 17:00∼20:30

 마쓰에역에서 레이크라인 버스 타고 교바시 하차 후 도보 2분

 일요일   오므라이스 런치세트 ¥1,050·우설스튜 ¥1,400

▶18P 지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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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고품격 시간

아다치미술관 足立美術館 아다치비쥬츠칸(야스기시)
매년 일본정원 부문 세계랭킹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원이 특별한 자랑거
리인 미술관. 본관은 일본 미술의 거장 요코야마 다이칸 등이 그린 일본화가 위
주이며, 신관은 현재 활약 중인 작가들의 현대작품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정원을 
조망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서양식 카페와 일본풍 다실이 각각 구비되어 있어 
한적한 분위기에서 취향에 맞는 티타임을 가질 수도 있답니다.

 0854-28-7111   4~9월 : 9:00~17:30·10~3월 : 9:00~17:00   JR마쓰에역에서 JR야스기역으로 이동 → 무료셔틀버스(30분 간격 운행)  

 연중무휴   성인 ¥2,300·외국인（50%할인） ¥1,150   www.adachi-museum.or.jp

좋은 인연을 맺길 바란다면 여긴 꼭!

이즈모타이샤 出雲大社(이즈모시)
인연을 맺어주는 신으로 유명한 오쿠니누시노미코토를 모시는 
신사. 일본 고대 신화와도 관련 깊은 곳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신사이기도 하지요. 일본에선 음력 10월을 간나즈키(神無月)

라고 해서 ‘신들이 출타한 달’이라고 하는데, 유독 이즈모지역
만은 이때 신들이 모여든다고 해서 가미아리즈키(神在月)라
고 부른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이곳 이즈모타이샤에서 일
본 전국의 신들이 모여 인연 회의를 하기 때문이란 사실! 과
연 세상사 모든 인연을 총괄하는 신사답지요?

 0853-53-3100   이치바타전차 이즈모타이샤마에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연중무휴   무료   www.izumooyashiro.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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松江
마쓰에시 국제관광과  TEL : 0852-55-5632  Fax : 0852-55-5550

마쓰에관광협회  H.P : www.kankou-matsue.jp,  http://blog.naver.com/shimanekko

개정판 : 2018년 3월 ✽이 가이드북에 실린 각종 데이터는 2018년 3월 기준입니다.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여행 시에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松江
마쓰에
인연의 물방울 

이 름

여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넉넉한 인심의 마쓰에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사투리. 

『단단~ だんだん~』은 '고맙습니다'란 뜻이랍니다. 
'단단~'인사로 마쓰에의 따뜻함을 접해봄은 어떠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