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out 200 meters from the western shores, Yomegashima is the only island on 
Lake Shinji. Lafcadio Hearn shared the island's sad legend 

with the Western world in his 1890's writings about Matsue. 
The shrine on the island is dedicated to the goddess Benten, 
and the island is a notable piece of Matsue's famous sunset 
scenery. Although the island is usually uninhabited, there 

are opportunities each year to reach it either by boat or on foot--see inside! 
 
 
 
 
 
 
 
 
 
 
 
 
 
 

마쓰에 토막상식 
 
 
 
 

요메가시마 섬 

신지코 호수에 유일하게 떠있는 
요메가시마 섬에는 마쓰에에 
시집을 와서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다 못해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던 며느리가 빠져죽어서 
그녀를 가엾게 여긴 신이  몸을 
건져올려 만들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마네 현립미술관 앞 
잔디밭이나 석양 감상 포인트에서 
바라보는 요메가시마 섬 뒤로 
해가 지는 풍경은 아름답기 그지 
없기 때문에 저녁무렵에는 
카메라를 손에 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섬 안에는 벤텐신을 모시는 작은 
신사가 지어져 있으며 일년에 한 
번 섬까지 걸어서 건너가보는 
이벤트가 열립니다. 



 

 
트와일라잇 뮤지엄 – トワイライトミュージアム 

6 월 21 일 – 9 월 15 일, 시마네 현립미술관 

신지코 호수가에 자리잡은 시마네 현립미술관은 해가 지고 
나서도 로비에서 30 분 동안 은은한 조명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붉은 석양을 보고나서 어둠이 서서히 
내려앉는 마쓰에의 풍경을 조명과 함께 이곳에서 
즐겨보세요. 
 
다마쓰쿠리 온천 여름축제 – 玉造温泉夏祭り 
일루미네이션: 6 월 15 일 – 9 월 30 일/라이브쇼:6 월 19 일 –8 월 31 일 

매일 오후 6 시 30 분 부터 다마쓰쿠리 온천거리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다마유가와 강 주위에 약 1000 개의 
촛불과 등롱을 켜져서 낭만적인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8 시 15 부터 9 시 30 분 사이에는 라이브쇼도 열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오는 법: JR 다마쓰쿠리 온천 역에서 도보 25 분 

 
마쓰에 조총부대 사격시범 – 火縄銃と居合い切り 
매달 3 번째 일요일, 11:00, 14:00 2 회 

마쓰에 역사관에서는 마쓰에 조총부대가 선보이는 
박력있는 조총사격 시범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관 안에는 
무료입장 가능한 다다미가 깔려있는 화과자 카페도 
있습니다. 7 월 20 일 | 8 월 17 일| 9 월 21 일 

 
텐진 마쓰리 축제 – 天神さん夏祭り 
7 월 24 일 (목) 오후 5 부터 – 7 월 25 일(금)  

텐진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학문의 신사 시라가타 텐만구 
신사에서 여름 마쓰리가 열립니다. 어른, 어린아이, 외국인 
할 것 없이 신을 모신 가마(미코시)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시내 거리를 행진하는 흥겨운 축제랍니다.  

 

 
요메가시마 섬 걸어서 가기 – 歩いて渡る嫁ヵ島 
8 월 8 일 (토), 8:30 부터 12:00 (500 엔, 사전예약 필요)  

눈으로만 보던 요메가시마에 건너갈 수 있는 행사입니다. 
매년 200 여명의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벤트입니다. 예약을 해주세요. 

Tel(0852-24-6521) 또는 mail (mspace@lime.ocn.ne.jp) 

마쓰에 단단 여름 댄스축제 – 松江だんだん夏踊り 
8 월 8 일(토), 정오무렵 

마쓰에 건설 40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2007 년부터 
마쓰에 의아마추어 댄스 동아리들이 참가하는 댄스 
퍼레이드입니다. 행렬은 오하시 다리부터 출발합니다. 
참고로 “단단”이란 이즈모 사투리로 “고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마쓰에 스이고사이 축제 (불꽃놀이) – 松江水郷祭・花火大会 
8 월 9 일,10 일 (토,일) 

신지코 호수에서 쏘아 올리는 마쓰에의 가장 큰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축제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마쓰에도 이날 
만큼은 유카타 차림의 시민들과 수많은 포장마차들로 
북적입니다. 불꽃놀이 시간은 토요일 20:00-20:30(3000 발), 
일요일 20:00-21:00(6000 발). 시청앞 무대에서는 댄스나 
라이브 공연도 열립니다.  
 
토로나가시(등롱 떠내려 보내기) – 灯篭流し 
8 월 16 일(토), 저녁무렵 

일본에는 조상님의 영혼을 배웅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풍습이 있습니다. 마쓰에는 물의 도시답게 해마다 
오하시가와 강에 수천개의 종이등롱을 떠내려 보내어 
여름에 집을 찾아왔다가 돌아가는 조상님이 앞길을 
밝혀드립니다. 형형색색의 떠내려가는 등롱을 구경하세요.  
 
 신지코 온천 오유카케 지장보살 축제 – お湯かけ地蔵まつり 
8 월 24 일(일), 18:00-22:00. 불꽃놀이 20:00 

신지코 온천수가 샘솟는 곳에 모셔진 지장보살님의 은덕을 
기리기위한 축제입니다. 이날 하루는 온천 목욕탕이 무료 
개방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불꽃놀이를 보면서 늦여름의 
마지막 축제를 즐기세요. 

이야신사 축제(호카케 마쓰리) – 穂掛祭り・揖屋神社 
8 월 28 일,19:00 (JR 이야역에서 하차해서 도보 5 분) 

오곡풍성과 해상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야신사에서 
거행되는 축제로 배가 실린 수레행렬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 행진이 벌어집니다. 행진은 저녁 7 시부터 
시작되며 그외에도 북치기 퍼포먼스, 댄스 스테이지와 
같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사다신사 고자가에 의식 – 御座替え神事・佐太神社 
9 월 24 일 (수)~25 일(목), 저녁무렵  

사다신사 신좌 바닥의 돗자리를 교체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거행되는 이 의식에서 볼 수 
있는 사다신노(佐陀神能)는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된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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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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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시까지/연중무휴) 
 

発行：松江市産業観光部 国際観光課 

 

마쓰에 레이크 라인버스 

마쓰에 시내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배차간격은 
20 분, 요금은 200 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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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 엔, 
어린이 1500 엔이고  공항안내 
카운터나 공항 리무진 버스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