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쓰에 토막지식 

 

마쓰다이라 나오마사 

(1601~1666) 
 

260 년간 일본의 태평시대를 연 

도쿠가와 막부의 시조(始祖)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의 

손자로 14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오사카 겨울 전투에 

출전해서 용맹한 활약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나오마사는 후에 후계자 없이 

대가 끊긴 영주 호리오(堀尾), 

교코쿠(京極)가문을 대신해서  

1638 년에 마쓰에로 왔고 

이후로 후손들이 근대까지 

마쓰에를 통치했습니다.  



    

 

마쓰에성 축제–お城まつり 

3월29일(토) – 4월 15일(화) 
봄이 되면 마쓰에성에는 왕벚나무를 중심으로 220 그루의 
벚나무가 활짝 꽃을 피웁니다. 낮에는 파란 하늘을, 밤에는 
50 개의 종이등이 비추는 은은한 빛 속에 빛나는 마쓰에성은 
일본의 「벚꽃명소 100 선」에 들 정도로 아름다운 
곳입니다.축제기간 동안에는 천수각 주변 야간개방, 야외찻집, 
무대 이벤트가 열립니다. 

 

마쓰에 벚꽃명소  
 
 

 
 
 
 
 
 
 
 
 
 
 
 
 
 
 
 
 
 
 
 
 
 
 
 
 
 
 
 
 
 
 
 
           
                          
 
 
 
 

다마쓰쿠리 온천(玉造温泉) 

다마쓰쿠리 온천 한가운데를 흐르는 

다마유가와 강 제방길 양편의 

2Km 에는 400그루의 왕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연분홍빛 꽃잎이 

강물에 두둥실 떠다니며 신지코 

호수로 흘러드는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밤에는 환한 조명아래 

빛나는 벚꽃을 감상 할 수 있으니 

잊지말고 가보세요. 

●가는 방법:JR 마쓰에역에서 전철로 

JR 다마쓰쿠리 온천(JR玉造温泉) 

역에서 하차. 2 정거장    

센쥬인(千手院)절 수양벚꽃 

마쓰에 시내를 내려다보는 구릉 위에 

위치한 센쥬인 절 경내에는 200살이 

넘었다고 알려진 수양벚꽃나무가 

해마다 화려한 꽃을 피웁니다. 

가지를 아래로 늘이고 탐스러운 꽃을 

주렁주렁 단 벚나무 아래서 말차 한 

잔을 즐기면서 마쓰에 시내를 

내려다보는 풍경을 즐겨보세요. 

  

  ●가는 방법:마쓰에성에서 

동북쪽으로 걸어서 15 분(1.2km)     

시마네초(島根町) 체리로드 

사이클링 자전거를 가지고 온 

분이라면 푸른 동해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핀 벚꽃나무들이 이어진 도로를 

달려보는건 어떠세요? 

마쓰에 북쪽 시마네초(島根町)의 

체리로드는 벚꽃내음 풍기는 이름 

그대로 해안도로 5km 에 심어진 

700그루의 벚나무가 사람들을 반기고 

있습니다. 

  ●가는 방법:사카이 미나토 역에서 

26km, 마쓰에역에서 14km     



 
마쓰에 무사행렬 – 松江武者行列 
4 월 5일(토) 12:30 

400 년전 마쓰에 건설의 아버지 호리오 요시하루가 처음으로 마쓰에성에 입성하던 

모습을 무사행렬로 재현하는 퍼레이드 입니다. 참가자들은 갑옷과 우아한 기모노를 

입고 시라가타텐만구(白潟天満宮) 신사를   출발하여 마쓰에성까지 약 2Km 를 

행진합니다. 무사들이 용맹한 연무를 펼치며 걷는 마쓰에의 볼거리를 놓치지 마세요. 

 
 
다이콘시마섬 모란꽃 축제 – 大根島ボタン祭り 
4 월 19 일 – 5 월 6 일(주요 이벤트는 주말에 열림) 

꽃중의 왕이라고 불리는 모란은 마쓰에를 대표하는 꽃으로 3 백년전 부터 

다이콘시마섬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연구와 개량을 거듭하여 350 종류 이상의 

다양한 품종을 자랑하는 다이콘시마 모란은 연간 30 만그루 이상 해외로 수출되고 

있으며 꽃이 피기시작하는 4 월에는 무대이벤트, 각종 먹거리 포장마차, 모란꽃 

판매,다이콘시마섬 걷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는 모란꽃 축제가 열립니다. 

 
●장소:마쓰에  야쓰카 지소 주변일대(松江八束支所)  
●교통편: JR 사카이미나토역에서 커뮤니티버스(コミュニティバス)로 야츠카초 추오에서 하차(성인 200 엔/약 30 분) 

JR마쓰에6번 정류장에서 야츠카초추오(八束町中央)행 버스로 야츠카초 추오에서 하차(성인660엔/약50분) 

유시엔(由志園) 3만송이 모란꽃 연못 – 由志園池泉ぼたん 
4 월 29 일 – 5 월 6 일 

250종류가 넘는 모란과 진달래,동백,연꽃,백일홍,매화 등등 18가지 종류의 꽃들이 

사시사철 찾아오는 손님을 반기는 유시엔 정원에서 연휴철을 맞이하여 정원 안에 

있는 연못에 무려 3 만송이에 이르는 모란꽃을 띄우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발그레한 모란꽃이 가득찬 연못은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모란꽃의 신선도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만 열리는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장소:마쓰에 유시엔(由志園)/입장료 400 엔(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세요) 
●교통편:JR 사카이미나토역에서 마쓰에 가는 버스를 타고 유시엔(由志園) 정류장에서 하차(470 엔/16 분) 
         JR 마쓰에역에서 9 번 정류장에서 JR 사카이미나토역 가는 버스 탑승 유시엔에서 하차(700 엔/25 분) 

 
겟쇼지 절 수국꽃 –月照寺の紫陽花 
6 월 중순 – 7 월초 

마쓰에를 다스리던 영주들의 무덤이 모셔져 있는 겟쇼지 절에는 3 만송이의 

수국꽃이 심어져 있어서 “수국절”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강한 햇볕을 싫어해서 장마가 시작되는 6 월에 활짝 피는 파랑, 연보라색 수국으로 

가득한 절을 거닐다가 아담한 정원이 보이는 다다미방에서 말차도 즐겨보세요. 
 
 

●장소:마쓰에 겟쇼지(月照寺) 절/입장료 250 엔(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을 보여주세요) 
●교통편: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라인 버스를 타고 겟쇼지마에(月照寺前) 정류장에서 하차후 도보로 5 분(성인 200 엔)  

         또는 마쓰에성에서 걸어서 15 분 



 

마쓰에 오는 법 

●DBS 크루즈로 오시는 분：①JR 사카이미나토역 출발 마쓰에 가는 버스(1000 엔/40 분) 
            ②DBS 크루즈 터미널 출발 마쓰에 가는 버스 (1100 엔/55 분/10 시 22 분 출발) 
●요나고 공항에서 오시는 분:요나고 공항 4번 버스 승차장에서 리무진 버스 이용(960 엔/45 분) 

 

         

마쓰에 레이크 라인버스 

마쓰에 시내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배차간격은 

20 분, 요금은 200 엔. 1 일 승차권은 

500 엔이고 차내에서 기사에게 

구입해주세요. 

 

호리카와 유람선 

물의 도시 마쓰에를 돌아보는데 

더없이 좋은 관광 유람선입니다. 

지상에서와는 또 다른 마쓰에의 

모습을 즐겨보세요. 승선권을 사면 

그날은 하루종일 사용 가능합니다. 
 

  엔무스비 퍼펙트 티켓 

마쓰에의 버스와 전철을 3 일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티켓입니다. 

어른 3000엔, 어린이 1500엔이고 공항 

안내 카운터나 공항 리무진 버스 

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쓰에 국제관광 안내소 
 

마쓰에역 앞에 있으며 마쓰에 관광에 대한 정보, 지도, 

팜플렛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있으며(주로 금,토,일 근무, 없는 날도 있음) 영어 안내도 

가능합니다. (☎0852-21-4034/09 시~18 시까지 연중무휴) 

発行：松江市産業観光部 国際観光課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