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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코 호수

이즈모 인터체인지
出雲 I.C.

JR오다시역
大田市駅

JR이즈모시역
出雲市駅

전철 이즈모시역
電鉄出雲市駅

JR마쓰에역
松江駅JR다마쓰쿠리 온천역

玉造温泉駅

신지  나들목
宍道JCT. 신지

인터체인지
宍道 I.C.

마쓰에 다마쓰쿠리 인터체인지
松江玉造I.C.

요나고 인터체인지
米子I.C.

야스기
인터체인지
安来I.C.

히가시 이즈모
인터체인지
東出雲I.C.

JR야스기역
安来駅

미토야 기스키 인터체인지
三刀屋木次 I.C.

9 JR요나고역
米子駅

이즈모 공항
出雲空港

[마쓰에∼ 이즈모 다이샤]       
　　이치바타 전철/ 1시간

요나고 공항
米子空港

마쓰에 신지코온천역
松江しんじ湖温泉駅

다이콘시마 섬

마쓰에성

산인 자동차도
山陰自動車道

요나고 자동차도
米子自動車道

마쓰에 자동차도
松江自動車道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와미 은광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

다마쓰쿠리
온천

유노카와 온천

마쓰에 신지코 온천

유노쓰
온천

♨
♨

♨

♨ 사카이미나토항
境港이즈모 다이샤마에역

出雲大社前駅
가와토역
川跡駅

431

[마쓰에∼마쓰에 신지코 온천] 
　　3km/ 10분
　　노선버스/15분

[마쓰에∼사카이 미나토]    
　　이치바타 버스 
　　 「마쓰에 사카이 미나토 직행버스」/ 40분

[이즈모 다이샤∼이와미 은광]
　　48km/70분 
　　＋　　이치바타 버스, JR, 이와미 교통버스/90분

시마네현 관광 캐릭터 "시마넷코"

시마네에 와 주세요! 단단!　　　　　　　
(※단단… 지역 사투리로 「고맙다」는 의미)

시마네현

이즈모 다이샤

시마네 관광 정보 발신중！시마네현 외국인 할인시설 안내
@Discover.Shiman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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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에 잘 오셨습니다!

여름
오키에서 섬을 모험해 보자.  

산 등 성 이 를  하 이 킹 하 거 나 ,  

바 다 에 서  수 영 하 거 나 ,  

로소쿠지마섬에 지는 석양을 보자.                                          

10년 이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아다치 미술관 정원.                                                               

스이고사이축제에서 신지코 

호수에 쏘아올려지는 1만발의 

불꽃을 구경하자.

운난에서 히이카와강 제방을 

수놓는 800그루의 벚꽃길을 

걸어보자.                                          

유시엔 정원 연못에 떠 있는 3

만개의 모란은 압권.                                                                  

[마쓰에 무사행렬]에서, 마쓰에 

성주를 비롯한 무사 의상을 입은 

행렬을 보자.

봄

시마네현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진, 일본 제일의 유명한 인연맺기 

고장입니다. 매년 음력 10월에는 일본 전국의 신들이 시마네에 모여, 

내년의 [인연]에 대해 회의를 합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음력 10월을 

「간나즈키(神無月，신이 없는 달)」라고 부르지만, 시마네현에서만은  

음력 10월을「카미아리즈키(神在月，신이 계시는 달)」라고 부릅니다.

「인연맺기」라는 것은 남녀 간의 인연 뿐만이 아니라, 일하는데 있어서의 

인연이나, 친구와의 인연 등 다양한 인연을 

뜻합니다. 시마네는, 사람들이 행운을 

빌러 오는 곳으로, 여성이 좋은 인연을 

빌러 오는 인기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결혼, 일, 새로운 친구와의 만남 등의 

인연을 찾고 있다면, 인연의 땅 시마네에 

꼭 오세요. 매년 신들이 모여 인연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연맺기와 관련된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인연

시마네현은, 피부미인이 많고, 

전국  톱클래스의  피부미인  

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 유명한 것이, 현내 각 

지역에 있는 「온천」 . 온천의 

효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니뭐니해도 주목해야 할 점은, 피부미인 효과. 시마네는 

온천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해,  

「일본 3대 미인 온천」이라고 

불리는 「유노카와 온천」을 비롯, 

일본 유일의 세계유산을 포함하는 

「유노쓰 온천」,「다마쓰쿠리 

온천」의 수질은 고급화장수급으로 

과학적으로도 평가됨.

피부미인 

겨울
마쓰에에 약 한 달간 나타나는 카니고야

(가게명)에서, 신선한 대게를 맛보자.                           

다마쓰쿠리 온천물에 몸을 담가,  

피부미인이 되길 빌어보자.                                                 

스키와  스노보드라면 ,  시마네와  

히로시마 사이의 산간에 있는 스키장을 

추 천 ! 마 쓰 에  포 겔 파 크 의  

일루미네이션으로 물든 정원을 펭귄들과 

산책해 보자.

일본 내에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모험해보자. 시마네는 아주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고, 신비스러움과 신화로 둘러싸인 곳입니다. 일본 제일의 일본정원,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 중 한 곳, 다섯 곳 밖에 없는 국보로 지정된 현존하는 천수각 중 한 곳, 

유네스코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 지오파크, 세계 제일의 모래시계,신들이 몸을 담갔다고 

전해지는 온천… 자, 신비한 인연의 고장으로의 여행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을
수많은 신들이 모이는 가미아리즈키

(음력 10월, 이즈모 지역에서는 

신이 계시는 달, 神在月)에, 이즈모 

다이샤에서 기원해보자.

호리카와 유람선을 타고, 수제 

등롱에 비추인 마쓰에성의 해자 

분위기를 즐겨보자. 이와미 각 

지 역 의  신 사 에 서  행 해 지 는  

박력만점인 이와미 카구라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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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시

야스기시

요나고시
운난시

오쿠이즈모정

오다시

고쓰시

오난정

이난정

미사토정가와모토정

하마다시

오키노시마정

오키섬

다케시마

니시노시마정

아마정

치부무라

마스다시

쓰와노정

요시카정

신지코 호수

나카우미
호수

이즈모시

일본해

사카이미나토시

이즈모
인터체인지

미토야 기스키
인터체인지

요시다
가케야
인터체인지

마쓰에 신지코
온천역

마쓰에 신지코 온천

가이케 온천

다마쓰쿠리 온천

유노카와 온천 마쓰에
자동차도

요나고 자동차도

JR  하쿠비선

요나고
니시
인터체인지

야스기
인터체인지 요나고 인터체인지

신지
나들목

신지
인터체인지

JR 기수키선

JR 마쓰에역

다이콘시마 섬

JR사카이
미나토역

이즈모
공항

오키공항

하기
이와미공항

요나고 공항

사카이미나토항

미호노세키 등대

JR
야스기역

JR 기수키역JR이즈모시역

JR신지역

JR
다마쓰쿠리역

JR오다시역

JR고쓰역

JR 하마다역

JR 야마구치선

JR마스다역

JR쓰와노역

이즈모
다이샤마에역

고쓰 인터체인지

니마 이와미
은광 인터체인지

유노쓰
인터체인지

하마다 인터체인지

JR요나고역

하마다 자동차도

유노쓰 온천

가와토역

전철
이즈모시역

산인 자동차도

마쓰에 자동차도

마쓰에성

JR니마역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와미 은광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

이즈모 다이샤

이즈모
히노미사키
등대 이치바타

전철

S H I M A N E  M A P &
외국인
할인요금 
각 시설 창구에서, 현재 유효한 여권 또는
재류 카드를 제시해 주세요. 외국국적 손님에게
이하 시설에서 할인을 해 드립니다.
＊학생·어린이 요금에 대해서는, 각 시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단체인 경우에도 개인 요금과 동일합니다.

各施設の窓口で、現在有効なパスポートまたは在留カードを
提示してください。外国籍のお客様に以下の施設で割引
いたします。
＊学生·子ども料金については、各施設のページをご覧ください。
＊団体の場合も個人と同額の料金と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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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관시간

정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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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시설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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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이즈미 야쿠모 옛집
小泉八雲旧居

・・・・・・・・・・・・・・・・・・・・・・・・・・・・・・・・・・・・・・・・・・・・・・・・・・・・・・・・・・・・・・・・・・・・・・・・・・・・・・・・・・・・・・・・・・・・・・

고이즈미 야쿠모 기념관
小泉八雲記念館

・・・・・・・・・・・・・・・・・・・・・・・・・・・・・・・・・・・・・・・・・・・・・・・・・・・・・・・・・・・・・・・・・・・・・・・・・・・・・・・・・・・・・・・・・・・・・・

메이메이안
明々庵

・・・・・・・・・・・・・・・・・・・・・・・・・・・・・・・・・・・・・・・・・・・・・・・・・・・・・・・・・・・・・・・・・・・・・・・・・・・・・・・・・・・・・・・・・・・・・・

겟쇼지 절
月照寺

・・・・・・・・・・・・・・・・・・・・・・・・・・・・・・・・・・・・・・・・・・・・・・・・・・・・・・・・・・・・・・・・・・・・・・・・・・・・・・・・・・・・・・・・・・・・・・

시마네현립미술관 (기획전)
島根県立美術館（企画展）

・・・・・・・・・・・・・・・・・・・・・・・・・・・・・・・・・・・・・・・・・・・・・・・・・・・・・・・・・・・・・・・・・・・・・・・・・・・・・・・・・・・・・・・・・・・・・・

신지코 호수 유람선
宍道湖遊覧船

・・・・・・・・・・・・・・・・・・・・・・・・・・・・・・・・・・・・・・・・・・・・・・・・・・・・・・・・・・・・・・・・・・・・・・・・・・・・・・・・・・・・・・・・・・・・・・

유시엔 정원
由志園

・・・・・・・・・・・・・・・・・・・・・・・・・・・・・・・・・・・・・・・・・・・・・・・・・・・・・・・・・・・・・・・・・・・・・・・・・・・・・・・・・・・・・・・・・・・・・・

마쓰에 포겔 파크
松江フォーゲルパーク

・・・・・・・・・・・・・・・・・・・・・・・・・・・・・・・・・・・・・・・・・・・・・・・・・・・・・・・・・・・・・・・・・・・・・・・・・・・・・・・・・・・・・・・・・・・・・・

야쿠모타쓰 후도키노오카 (상설전)
八雲立つ風土記の丘（常設展）

・・・・・・・・・・・・・・・・・・・・・・・・・・・・・・・・・・・・・・・・・・・・・・・・・・・・・・・・・・・・・・・・・・・・・・・・・・・・・・・・・・・・・・・・・・・・・・

고대 이즈모 역사 박물관
古代出雲歴史博物館

・・・・・・・・・・・・・・・・・・・・・・・・・・・・・・・・・・・・・・・・・・・・・・・・・・・・・・・・・・・・・・・・・・・・・・・・・・・・・・・・・・・・・・・・・・・・・・

데젠 기념관
手銭記念館

・・・・・・・・・・・・・・・・・・・・・・・・・・・・・・・・・・・・・・・・・・・・・・・・・・・・・・・・・・・・・・・・・・・・・・・・・・・・・・・・・・・・・・・・・・・・・・

이즈모 퀼트 미술관
出雲キルト美術館

・・・・・・・・・・・・・・・・・・・・・・・・・・・・・・・・・・・・・・・・・・・・・・・・・・・・・・・・・・・・・・・・・・・・・・・・・・・・・・・・・・・・・・・・・・・・・・

고진다니 박물관
荒神谷博物館

・・・・・・・・・・・・・・・・・・・・・・・・・・・・・・・・・・・・・・・・・・・・・・・・・・・・・・・・・・・・・・・・・・・・・・・・・・・・・・・・・・・・・・・・・・・・・・

이와미 은광 세계유산센터
石見銀山世界遺産センター

・・・・・・・・・・・・・・・・・・・・・・・・・・・・・・・・・・・・・・・・・・・・・・・・・・・・・・・・・・・・・・・・・・・・・・・・・・・・・・・・・・・・・・・・・・・・・・

류겐지 마부(갱도)
龍源寺間歩

・・・・・・・・・・・・・・・・・・・・・・・・・・・・・・・・・・・・・・・・・・・・・・・・・・・・・・・・・・・・・・・・・・・・・・・・・・・・・・・・・・・・・・・・・・・・・・

나한지 절• 오백나한
羅漢寺・五百羅漢

・・・・・・・・・・・・・・・・・・・・・・・・・・・・・・・・・・・・・・・・・・・・・・・・・・・・・・・・・・・・・・・・・・・・・・・・・・・・・・・・・・・・・・・・・・・・・・

구 가와시마케
旧河島家

・・・・・・・・・・・・・・・・・・・・・・・・・・・・・・・・・・・・・・・・・・・・・・・・・・・・・・・・・・・・・・・・・・・・・・・・・・・・・・・・・・・・・・・・・・・・・・

구마가이케 저택 (중요 문화재)
熊谷家住宅（重要文化財）

・・・・・・・・・・・・・・・・・・・・・・・・・・・・・・・・・・・・・・・・・・・・・・・・・・・・・・・・・・・・・・・・・・・・・・・・・・・・・・・・・・・・・・・・・・・・・・

이와미 은광자료관
石見銀山資料館 

・・・・・・・・・・・・・・・・・・・・・・・・・・・・・・・・・・・・・・・・・・・・・・・・・・・・・・・・・・・・・・・・・・・・・・・・・・・・・・・・・・・・・・・・・・・・・・

니마 샌드 뮤지엄
仁摩サンドミュージアム

・・・・・・・・・・・・・・・・・・・・・・・・・・・・・・・・・・・・・・・・・・・・・・・・・・・・・・・・・・・・・・・・・・・・・・・・・・・・・・・・・・・・・・・・・・・・・・

시마네현립 산베 자연관 (사히메르)
島根県立三瓶自然館（サヒメル）

・・・・・・・・・・・・・・・・・・・・・・・・・・・・・・・・・・・・・・・・・・・・・・・・・・・・・・・・・・・・・・・・・・・・・・・・・・・・・・・・・・・・・・・・・・・・・・

산베 아즈키하라 매몰림 공원
三瓶小豆原埋没林公園

・・・・・・・・・・・・・・・・・・・・・・・・・・・・・・・・・・・・・・・・・・・・・・・・・・・・・・・・・・・・・・・・・・・・・・・・・・・・・・・・・・・・・・・・・・・・・・

하마다시 세계 어린이 미술관
浜田市世界こども美術館

・・・・・・・・・・・・・・・・・・・・・・・・・・・・・・・・・・・・・・・・・・・・・・・・・・・・・・・・・・・・・・・・・・・・・・・・・・・・・・・・・・・・・・・・・・・・・・

시마네현립 이와미 미술관 (기획전)
島根県立石見美術館（企画展）

・・・・・・・・・・・・・・・・・・・・・・・・・・・・・・・・・・・・・・・・・・・・・・・・・・・・・・・・・・・・・・・・・・・・・・・・・・・・・・・・・・・・・・・・・・・・・・

주의: 요금은 2019년 3월 현재

150엔

200엔

200엔

250엔

500엔

 1000엔

700엔

1050엔

100엔

310엔

300엔

490엔

102엔

 200엔

 210엔

400엔

 100엔

300엔

400엔

350엔

320엔

240엔

400엔

500엔

1

2

3

4

5

6

7

아다치 미술관 
足立美術館　　　　　　　　　　　　　　　　

・・・・・・・・・・・・・・・・・・・・・・・・・・・・・・・・・・・・・・・・・・・・・・・・・・・・・・・・・・・・・・・・・・・・・・・・・・・・・・・・・・・・・・・・・・・・・・

야스기부시 연예관
安来節演芸館　　　　　　　　　　　　　　　　

・・・・・・・・・・・・・・・・・・・・・・・・・・・・・・・・・・・・・・・・・・・・・・・・・・・・・・・・・・・・・・・・・・・・・・・・・・・・・・・・・・・・・・・・・・・・・・

마쓰에성(국보)
松江城（国宝）　　　　　　　　　　　　　　　

・・・・・・・・・・・・・・・・・・・・・・・・・・・・・・・・・・・・・・・・・・・・・・・・・・・・・・・・・・・・・・・・・・・・・・・・・・・・・・・・・・・・・・・・・・・・・・

호리카와 유람선
堀川遊覧船

・・・・・・・・・・・・・・・・・・・・・・・・・・・・・・・・・・・・・・・・・・・・・・・・・・・・・・・・・・・・・・・・・・・・・・・・・・・・・・・・・・・・・・・・・・・・・・

마쓰에 역사관
松江歴史館

・・・・・・・・・・・・・・・・・・・・・・・・・・・・・・・・・・・・・・・・・・・・・・・・・・・・・・・・・・・・・・・・・・・・・・・・・・・・・・・・・・・・・・・・・・・・・・

마쓰에 호란엔야 전승관
松江ホーランエンヤ伝承館

・・・・・・・・・・・・・・・・・・・・・・・・・・・・・・・・・・・・・・・・・・・・・・・・・・・・・・・・・・・・・・・・・・・・・・・・・・・・・・・・・・・・・・・・・・・・・・

무가저택
武家屋敷 

・・・・・・・・・・・・・・・・・・・・・・・・・・・・・・・・・・・・・・・・・・・・・・・・・・・・・・・・・・・・・・・・・・・・・・・・・・・・・・・・・・・・・・・・・・・・・・

1150엔

300엔

330엔

1200엔

250엔

100엔

150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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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80

9

257 102

1

180

나카우미 호수

야스기부시 연예관
安来節演芸館

JR야스기역
JR 安来駅

야스기 인터체인지
安来 I.C.

히로세 카스리 센터

기요미즈데라 절

←마쓰에시

요나고시→

아다치 미술관
足立美術館

1
2

Yasugi 아다치 미술관
足立美術館

일본화의 거장인 요코야

마 다이칸을 비롯한, 근대

에서 현대 일본화, 도예 

등 일본 유수의 컬렉션과 

5만평의 광대한 일본정원

과의 조화미를 기조로 한 

미술관입니다.  계절마다 

다른 풍정을 즐길 수 있

는 일본정원은, 프랑스 여행 가이드북에서 최고 

평가인 별 세개로 게재되었으며, 미국 일본정원 

전문지 랭킹에서는 2003년부터 연속해서 일본 

제일의 정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安来市古川町320　  0854-28-7111

HP  http://www.adachi-museum.or.jp/en (EN)

 4월～ 9월  오전   9:00 ～ 오후 5:30                                                                         
　  10월～ 3월  오전   9:00 ～ 오후 5:00                       

 연중무휴 ( 신관만 전시변경으로 인한 휴관일 있음 )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1150엔
대 학 생:900엔
고 등 학 생:500엔
초•중학생:250엔

교통수단

 JR 야스기역에서 무료 셔틀
버스로 20분

 산인도 야스기 IC 에서 10분 P 주차 400대

Wi Fi

VISA / MasterCard / JCB / AMEX / Diners

EN / KR / 简 / 繁 / FR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300엔　초•중학생:150엔

교통수단

 JR 야스기역에서 노선버스로 25분    

 요나고 키타로 공항에서 50분

　  산인도 야스기 IC 에서 10분 P 주차 115대

EN / CH / SP

야스기부시 연예관
安来節演芸館

일본을 대표하는 민요 [야스기부시]를 매일 실

컷 즐길 수 있는 야스기부시 전당. 라이브로 야스

기 부시 노래•제니 다이코•춤을 즐기실 수 있

습니다. 의상을 갖춰 입고, 무대 위에서 선생님에

게 직접 배우는 미꾸라지 잡기춤을 체험할 수 있

는 즐거운 코너도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5명 한

정) 유쾌한 전통예능을 체험한다면, 누구나 웃음

과 미소가 분명히 번질 것입니다.

 安来市古川町534　  0854-28-9500

HP  http://www.y-engeikan.com (JP)

 오전 10시～오후 5시
   공연시간(회당 30분) 오전 10:30～/11:40～/오후 1:30～/3:30～                                  

※대관 등으로 공연이 중지되는 날도 있습니다. 문의 요망

 수요일 (5월 ,10월 ,11월은 첫번째 수요일만 휴관 )

安来

지역의 전통문화 체험

1

2
지역맵 N

야스기는 마쓰에와 돗토리현 경계에 위치 . 

일본정원 랭킹 1위에 빛나는 아다치 미술관

이 유명하지만 , 그 외에도 많은 경험이 가

능 . 히로세 카스리 센터에서 전통 쪽염색 

체험과 , 기요미즈테라 절에서 사찰음식을 

먹거나 , 야스기부시 연예관에서는 유머러

스한 「미꾸라지 잡기 춤」을 배울 수 있음 .

1km

사찰음식

｜  야스기 ｜  마쓰에 ｜  이즈모 ｜  이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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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립미술관
島根県立美術館

마쓰에 신지코 온천역
松江しんじ湖温泉駅

마쓰에 시청

신지코 호수

겟쇼지 절
月照寺

마쓰에성
松江城

무가저택
武家屋敷 메이메이안

明々庵

고이즈미 야쿠모 옛집
小泉八雲旧居

고이즈미 야쿠모 기념관
小泉八雲記念館

다나베 미술관

마쓰에 역사관
松江歴史館 마쓰에 호란엔야 전승관

松江ホーランエンヤ伝承館

시마네 물산 관광관

요메가시마 섬

JR 마쓰에역
JR 松江駅

오하시가와 강

가라코로 공방

시오미나와테

신지코 오하시

마쓰에 오하시

신오하시 

구니비키 오하시

마쓰에 국제 관광 안내소

신지코 호수 유람선
宍道湖遊覧船 구니비키 멧세

Kunibiki Messe 

마쓰에 호리카와
지역 맥주관

?

431

431

호리카와 유람선
오테마에 승선장
堀川遊覧船
大手前乗船場

호리카와 유람선

카라코로 승선장
堀川遊覧船
カラコロ広場乗船場

호리카와 유람선
후레아이 광장 승선장
堀川遊覧船
ふれあい広場乗船場 ○￥  오테마에 주차장

     (주차 66대)

이치바타 전철
一畑電車

시마네 현청

○￥  조잔니시 주차장
　 (주차 136대)

레이크라인
버스 루트
（Lakeline）

12

11

3

13

4

4

4

6

7
8

9

10

5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330엔
초•중학생:140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0 분 「마쓰

에성」 하차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30분 (2km)

P 오테마에 주차장 

Wi Fi EN / KR / 简 / FR

할인 적용후 요금

일반 승선권 
어른:1200엔　초등학생:600엔

교통수단
[후레아이 광장 승선장]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7분 「호리카
와 유람선 승선장」 하차 

P 조잔니시 주차장

[ 오테마에 승선장 ]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3분 「오
테마에 호리카와 유람선 승선장」 하차

P 오테마에 주차장

[ 카라코로 승선장 ]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0분 「교하시 다리」 하차

 후레아이 광장 승선장＆오테마에 승선장 Wi Fi 후레아이 광장 승선장
＆오테마에 승선장

EN / KR / 简 / 繁 

마쓰에성
松江城（国宝）

1607년에 마쓰에 번

주 호리오 요시하

루가 축성을 개시, 

1611년에 완성. 지

붕 모양이 물떼새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별명[물떼새 성]이라고 불리고 

있음. 실천적이고 장중하며, 웅대한  구조가 특징

적이며, 전국에 현존하는 천수각 12곳 중에 하나

로 산인지방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천수각은, 

2015년에 전국에서 5번째로 국보 천수각으로 지

정됨. 

 松江市殿町1-5　  0852-21-4030

HP  https://www.matsue-castle.jp/ (JP)

 4월～ 9월 / 오전 8:30 ～오후 6:30( 최종입장 오후 6시 )                                                
10월～ 3월 / 오전 8:30 ～오후 5시 ( 최종입장 오후 4:30)

 연중무휴

호리카와 유람선
堀川遊覧船

마쓰에를 한 바퀴 도는 다인승 배. 역사, 자

연, 사람, 국보 마쓰에성을 둘러싼 해자는, 400

년 전의 축성시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

다. 해자를 작은 배로 한바퀴 도는 50분 간

의 [호리카와강 일주]는, 마쓰에 성곽의 정겨

운 일본 풍경, 고이즈미 야쿠모와 연관이 있

는 지역, 축성 4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그 

모습이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숲의 자연•사

계절•아름다운 해자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松江市黒田町507-1　  0852-27-0417

HP  http://www.matsue-horikawameguri.jp/language/en/
index.html (EN /简 / KR)

 [7월 1일～ 8월 31일 ] 오전 9시～최종 오후 6시 출발
[3월 1일～ 6월 30일 , 9월 1일～ 10월 10일 ] 오전 9시～최종 

오후 5시 출발     

 [10월 11일～ 2월말 ] 오전 9시～최종 오후 4시 출발

 연중무휴（날씨와 수위에 따라 운휴 또는 코스가 변경되는 경
우가 있음）

Matsue
松江

물의 도시 성하마을의 풍정을 즐겨보자 .

마쓰에 관광에는, 복
고풍 외관이 귀여운 
[레이크라인 버스]가 
편리합니다. JR 마쓰
에역 7번 승차장을 기
점으로, 주요 관광시
설에서 승하차가 가능
합니다

3

4

N

500m

레이크라인 버스 루트

국  보

｜  야스기 ｜  마쓰에 ｜  이즈모 ｜  이와미 ｜

지역맵

2개의 호수와 , 바다 , 산들의 능선에  둘러싸인  

곳에 , 시마네 현청 소재지가 있습니다 . 천연 온

천이 풍부하며 , 다마쓰쿠리 온천은 일본에서 가

장 오래된 온천의 하나로 , 신들도  목욕하러 온다

고 합니다 . 신지코 호수의 7가지 진미 중에서도 , 

제첩이 유명해 , 피부에 좋다고 합니다 . 마쓰에는 

차문화가 깊이 뿌리내려 , 마쓰에성을  전망할 수 

있는 메이메이안에서 말차를 마시거나 , 가라코로 

공방에서 화과자 만들기 체험을 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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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 역사관
松江歴史館

마쓰에성 옆에 세워진,  무

가저택풍 박물관으로, 마

쓰에성 천수각과 함께 국

보가 된 마쓰에성 축성년

을 표기한 기도패 등을 소

장하고 있는 [국보 소장관]. 400년 전부터 이어진 

성곽 마을 마쓰에의 역사• 문화를 알기 쉽게 소

개합니다. 관내에 있는 카페에서는 일본 정원을 

보면서, 오리지널 화과자와 말차를 맛볼 수 있습

니다. 영어 •북경어• 한국어로 안내되는 음성 

가이드 기기 대여(무료)있음.

 松江市殿町279    0852-32-1607

HP  https://matsu-reki.jp/en/ (EN)

 [4월～ 9월 ] 오전 8:30 ～오후 6:30( 최종 입장 오후 6시 ) 
[10월～ 3월 ] 오전 8:30 ～오후 5시 ( 최종 입장 오후 4:30)

 매달 셋째 목요일 ( 공휴일인 경우 , 그 다음날 )

무가저택  
武家屋敷

에도시대 마쓰에번 중급 무

사가 교대로 살았던 저택.  

칼을 보관하는 장과 치아를 

검게 물들이는 도구 등, 당

시의 가구와 생활도구를 전

시. 현관과 다다미방 공간이 

화려한 데에 비해, 사생활 

공간은 소박하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던 

무사의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다.

 松江市北堀町305
 0852-22-2243

HP  https://www.matsue-bukeyashiki.jp/ (JP)

 [4월 ～9월]
오전 8:30～ 오후 6:30(최종입장 오후 6:10)   

[10월～ 3월]오전 8:30～ 오후 5:00(최종입장 오후 4:40)

 연중무휴

할인 적용후 요금

기본전시: 
어른:250엔　초•중학생:130엔
기획전:전시별 요금 상이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3분 「오테마에 호리카와 유람
선 승선장」 하차후 , 도보 3분

 마쓰에성 동쪽 . 마쓰에역에서 도보 30분 (2km) 

 오테마에 주차장에서 도보 3분   

Wi Fi EN / KR / 简 / 繁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150엔
초•중학생:80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6분 「고이즈미 야쿠모 기념관
앞」 하차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35분(2.5km) 

 오테마에 주차장에서 도보 9분/ 조잔니시 주차장에서 도보 10분

Wi Fi EN / KR / 简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100엔
초•중학생:50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3분 「오테마에 호리카와 유람
선 승선장」 에서 하차후 , 도보 3분

 마쓰에성 동쪽 .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30분 (2km) 

 오테마에 주차장에서 도보 3분    

Wi Fi EN / KR / 简 / 繁

마쓰에 호란엔야 
전승관
松江ホーランエンヤ伝承館

10년에 한 번, 약 100척

의 배가 호화찬란한 행렬

을  벌이는 [호란엔야]. 

일본 3대  배 축제(신

을 제사 지냄)의 하나로, 

370년의 역사를 가진 [호

란엔야]의 대단함을 전

국에 알리고, 미래에 전승해 가는 활동 거점으로, 

기원과 역사, 화려한 의상 등을 영상과 전시로 소

개합니다.

 松江市殿町250    0852-32-1607

HP  http://matsu-reki.jp/en/horanenya.html (EN)

 [4월～ 9월 ] 오전 8:30 ～오후 6:30( 최종입장 오후 6시 ) 
[10월～ 3월 ] 오전 8:30 ～오후 5시 ( 최종입장 오후 4:30)

 매달 셋째 목요일 ( 공휴일인 경우 , 그 다음날 )

고이즈미 야쿠모 옛집
小泉八雲旧居

메이지 시대의 일본을 널리 세계에 소개한 고이

즈미 야쿠모가, 1893년 6월부터 6개월간 세쓰 부

인과 함께 살던 집. 저택도 정원도 야쿠모가 살던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저택을 둘러싼 정

원은 특히 야쿠모가 좋아했습니다.

 松江市北堀町315    0852-23-0714

HP  https://www.matsue-castle.jp/kyukyo/index.html (JP)

 [4월～ 9월 ] 오전 8:30 ～오후 6:30( 최종입장 오후 6:10)
[10월～ 3월 ] 오전 8:30 ～오후 5시 ( 최종입장 오후 4:40)

 연중무휴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150엔
초•중학생:80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6분 「고이즈미 야쿠모 기념관앞」 하차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35분 (2.5km) 

 오테마에 주차장에서 도보 11분 / 
조잔니시 주차장에서 도보 9분

EN / KR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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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200엔
초•중학생:100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
스로 16분 「고이즈미 야쿠모 기념

관앞」 하차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35분 (2.5km) 

 오테마에 주차장에서 도보 11분 / 조잔니시 주차장에서 도보 8분     

EN / KR / 简 / FR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200엔
초•중학생:100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
스로 15분 「시오미나와테」 하차후 , 

도보 5분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35분(2.7km) 

P 주차 5대 

EN / FR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250엔
중 고 생:150엔
초등학생:125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
스로 20분 「겟쇼지절앞」 하차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40분
(3.5km)

P 주차 30대  

EN

할인 적용후 요금

기획전：
어   른:500엔　
대학생:300엔　초중고생:150엔
*기획전에 따라 요금 상이

교통수단

 JR 마쓰에역 1번 승차장에서 마쓰에 시영 버스 ( 남순환선 내순환 ) 로 
6분 「현립미술관앞」 하차

　 이치바타 전철 마쓰에 신지코 온천역에서 레이크  라인 버스로 15분 

「현립미술관앞」 하차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15분

P 주차장은 , 9호선 소대시 교차로 남쪽에 있음 . 주차 230대 . 
         3시간 까지 무료 .  

Wi Fi EN / KR / 简  EN

VISA / MasterCard / JCB / AMEX / Diners
* 뮤지엄 숍 한정

고이즈미 야쿠모 기념관
小泉八雲記念館

라프카디오 한(고이즈

미 야쿠모)은 아일랜드

인과 그리스인인 양친 

사이에 태어난 영국인으

로, 1890년에 방일. 명작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모습」 등 마쓰에를 세계에 소개한 고이즈미 야쿠

모의 자필 원고와 유품, 부인인 세쓰씨를 이용한 

영단어 암기서 등, 소장품은 천 점 이상에 달함. 

야쿠모가 애용한  담뱃대와  독서대는, 문호 야쿠

모의 집필 모습을　떠올리게 함. 2016년 7월에 리

뉴얼 공사를 실시.

 松江市奥谷町322    0852-21-2147

HP  http://www.hearn-museum-matsue.jp/english.html (EN)

 [4월～ 9월 ] 오전 8:30 ～오후6:30( 최종입장 오후 6:10) 
[10월～ 3월 ] 오전8:30 ～오후5:00( 최종입장 오후 4:40)

 연중무휴

메이메이안
明々庵

마쓰에번 7대 번주인 마쓰

다이라 하루사토(후마이

공)가 만든, 새로 이은 팔

작 지붕의 다실에서 마쓰

에성 천수각을 한눈에 바

라볼 수 있는 높은 지대에 

있음.  후마이공은 에도후

기의  영주로 차를 즐겼으

며, 후마이류라는 다도파를 세움. 다실과 정원을 

바라보면서 말차와 화과자를 즐기실 수 있음.

 松江市北堀町278    0852-21-9863

HP  http://www.meimeian.jp/ (JP)

 [4월 ～ 9월 ] 오 전 8:30 ～ 오 후6:30( 최 종 입 장 오 후 6:10)                                                
[10월～ 3월 ] 오전8:30 ～오후5:00( 최종입장 오후 4:40)

 연중무휴

겟쇼지 절
月照寺

겟쇼지 절은 역대 마쓰에 번주 

마쓰다이라가의 위패를 모신 

절. 현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

어 있는 경내에는, 각 묘소 외

에 중국양식의 문, 고이즈미 야

쿠모 수필에 등장하는 거대 거북이 모양의 수장

비, 마쓰다이라 후마이공과 관련 있는 다실 등, 번

주의 위패를 모신 절로, 수많은 유품과 유적이 남

아 있으며, 역사와 신앙의 절로 친근하게 이용되

고 있음.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에는 경내에 아름

다운 수국이 만발하며, 정숙하고 엄숙한 역사적인 

분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꽃을 구경하러 방문.

 松江市外中原町179    0852-21-6056

HP  http://www.shinbutsu.jp/english/36.html (EN)

 [4 ～ 11월 ] 오전   9:00 ～ 오후 5:00
[12 ～ 3월 ] 오전   9:30 ～ 오후 4:30

 연중무휴

시마네현립미술관
島根県立美術館

신지코 호숫가에 우두커니 서있는, 물과의 조화

를 테마로 한 미술관. 수장작품도 물을 테마로 한 

것이 많으며, 상설전은 연간 약 40회 실시. 또한 

[일본 석양 백선]에도 뽑힌, 시마네현립미술관에

서 석양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3월～9월에는 일

몰 후 30분까지 개관.

 松江市袖師町1-5    0852-55-4700

HP  https://www.shimane-art-museum.jp/en/ (EN / KR / 简 )

 [3월～ 9월 ] 오전 10:00 ～일몰 후 30분
[10월～ 2월 ] 오전 10:00 ～오후 6:30

( 전시실 입장은 폐관 30분 전까지 )  

 화요일 ,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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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1000엔
초등학생:500엔

교통수단
[ 제1승차장 ]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15분 . 

P 주차장 있음

[ 제2승차장 ]  

 JR 마쓰에역에서 도보 5분 . 

 레이크 라인 버스 「신지코 호수 유
람선 승선장」 하차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700엔　
초중고생:350엔　

교통수단

 이치바타 버스 「마
쓰에 - 사카이미나

토 직통으로」 , JR 마쓰에역에서 25분 또는 , JR 사카이미나토역에서 

16분 「유시엔」 하차

 JJR 마쓰에역에서 25분 /JR 요나고역에서 35분 / 산인도 니시오 IC

에서 12분 P 주차 300대

Wi Fi VISA / MasterCard / UnionPay( 銀聯 )

EN / KR / 简 / 繁 / FR / RS

할인 적용후 요금

상설전: 어른 100엔

교통수단

 JR 마쓰에역 4번 승차장에서 , 이치바타 버스 ( 야쿠모행 ) 또는 마쓰
에 시영버스 ( 칸베노 사토행 ) 로 18분 「후도키노오카 입구」 하차

 JR 마쓰에에서 15분 P 주차 40대

EN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1050엔　초•중학생:530엔

교통수단

 이치바타 전철 마쓰에 신지코 온천역
에서 16분 , 마쓰에 포겔파크역 하차 . 

 JR 마 쓰 에 역 또 는 이 즈 모 공 항

에 서 25분 .  P 주 차 250대 .                                            
일반차는 2시간까지 무료 . 그 후 

200엔 / 시간

Wi Fi

VISA / MasterCard / JCB / AMEX / 
Diners / Discover

EN / KR / 简 / 繁  

신지코 호수 유람선
宍道湖遊覧船

오하시가와 강에서 신지코 호수로 들어가는데 약 1

시간 가량 소요되는 유람선. 제1편인 상조 크루징은, 

신화적인 신지코 호수의 아침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코스.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일본 석양 백선에 뽑힌 

신지코 호수의 석양에 맞춰 출항하는 선셋 크루징. 

선상의 특등석에서, 신지코 호수의 석양을 독차지 

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물의 도시만

의 배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선

내에서는, 맥주, 주스, 커피 등을 드

실 수 있는 카페가 있습니다. 

 松江市東朝日町150-7     0852-24-3218

HP  http://hakuchougo.jp/english/ (EN / 简 )

 오전 9:30～/ 오전 11:00～/오후 12:30～/오후 2:00～/오후 3:30
～/오후 5:00～(4/1～9/4 한정)/ 선셋 크루즈 ( 계절에 따라 다름 )

 [3월～ 11월 ] 무휴 
[12월～2월 ] 평일 (10명 이상 예약 출항가능 ) 토 , 일 , 공휴일 운휴

악천후 운휴

유시엔 정원
由志園

유시엔 정원은 이즈모 지방의 풍경과 전설을 반

영한 지천회유식 일본정원 「이즈모국의 미니어

처 가든」 . 다이콘시마섬 중앙에 위치. 일년 내

내 즐길 수 있는 멋진 모란을 비롯해, 계절마다 

피는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도시대, 다이콘

시마섬은 고려인삼 산지로 세계적으로 알려졌습

니다. 에도시대 인삼 관리처인 나가야몬을 복원

한 건물에서는 인삼차 시음이 가능. 다이콘시마 

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주세요.

 松江市八束町波入1260-2
 0852-76-2255

HP  http://www.yuushien.com/ (JP)

 오전 9:00 ～오후 5:00

 연중무휴
* 봄 가을 이벤트 때 , 영업시간이 

변경되며 , 야간에도 영업합니다 .

야쿠모타쓰
후도키노오카
八雲立つ風土記の丘

후도키노오카 일대는 고대 이즈모의 중심지로, 

고분과 이즈모국 행정관청 유적, 이즈모 고쿠분

지절 등 이즈모국에 관련이 있는 신사나 절이 산

재하는 문화재의 일대 보물창고. 전시학습관내

에는 중요문화재인 「뒤돌아 보는 사슴」이라고 

불리는 토용, 「누카타베노오미」 명문이 새겨져 

있는 큰 검과 나라시대를 복원한 디오라마 등을 

전시. 무료 렌털 사이클 있음.

 松江市大庭町456    0852-23-2485

HP  https://www.yakumotatu-fudokinooka.jp/en/ (EN / KR / 简 )

 오전 9:00 ～오후 5:00( 최종입장 오후 4:30)

 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 다음날 ), 12/29 ～ 1/1

마쓰에 포겔 파크
松江フォーゲルパーク

신지코 호반에 펼쳐

지는, 지붕달린  긴 

무빙워크가 있는 전

천 후 형  꽃 과  새 가 

있는 테마 파크. 국

내 최대급의 온실에

는  베고니아와 후쿠

시아를 중심으로, 약 1만 그루의 꽃이 일 년 내내 

만개해 있습니다. 또한, 조류 구역에서는 올빼미

와 펭귄, 열대조류를 비롯한, 90종류 400마리의 

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松江市大垣町52    0852-88-9800

HP  https://www.ichibata.co.jp/vogelpark/lang/en.html
 (EN / KR / 简 / 繁 )

 [4월～ 9월 ] 오전 9:00 ～오후5:30( 최종입장 오후 4:45) 
[10월～ 3월 ] 오전9:00 ～오후5:00( 최종입장 오후 4:15)

 연중무휴

13

1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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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쓰에시→

↑이즈모
히노미사키 등대

R9↓

29

이나사노하마 해변

431

431

이치바타 전철
一畑電車

이즈모 다이샤마에역
出雲大社前駅

관광안내소

17

18
세이다마리 도리이

고대 이즈모 역사 박물관
古代出雲歴史博物館

이즈모 다이샤
出雲大社

데젠 기념관
手銭記念館

?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300엔　초중고생:200엔

교통수단

 JR 이즈모시역 1번 승차장에서 , 이치바타 버스 ( 이즈모 다이샤 ･히
노미사키행 ) 로 30분 「이즈모 다이샤 연락소」 하차후 , 도보 10분

 이치바타 전철 이즈모 다이샤마에역에서 도보 15분

P 주차 30대

EN

할인 적용후 요금

상 설 전:어른 300엔 (~2019.9.30)→310엔 (2019.10.1~)
대 학 생:200엔
초중고생:100엔 
기 획 전:50% 할인　*전시별 요금 상이

교통수단

 JR 이즈모시역 1번 승차장에서 , 이치바타 버스 ( 이즈모 다이샤 ･ 히
노미사키행 ) 로 25분 「쇼몬마에」 하차 후 , 도보 2분

 이치바타 전철 이즈모 다이샤마에역에서 도보 10분

P 주차 244대

EN / KR / 简 / 繁 

데젠 기념관
手銭記念館

데젠 기념관은 1993년 4월에 개관, 주로 이즈모 

지방의 미술품이나 전통 공예 등을 전시하고 있

습니다. 상설전에서는, 지방색이 풍부한 도자기, 

칠공, 금공, 목공 등의 미술공예부터 일상용품까

지 수 백점을 전시. 기념관 건물은 에도시대에 세

워진 쌀창고와 술창고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조용한 저장고 공간에서 작품과 정원을 느긋하게 

감상해 주세요. 

 出雲市大社町杵築西2450-1
 0853-53-2000

HP  http://www.tezenmuseum.com/index-en.html (EN)

 오전 9:00 ～ 오후 4:30

 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 다음날 ), 연말연시 , 
     전시물 교체 기간

고대 이즈모
역사 박물관
古代出雲歴史博物館

이즈모 다이샤 옆에 있는 고대 이즈모와 이즈모 

다이샤의 역사･문화를 소개하는 박물관. 이즈

모 지방에서 한 번에 대량으로 출토된 동검 ･동
탁(국보)과 이즈모 다이샤 경내 유적에서 발견된 

거대한 우즈바시라 기둥, 48m나 되었다고 하는 

이즈모 다이샤 본전의 1/10 축소 모형 등이 전시

되어 있습니다.

 出雲市大社町杵築東99-4
 0853-53-8600

HP   https://www.izm.ed.jp/english/ (EN / KR / 简 / 繁 )

 [3월～ 10월 ] 오전 9:00 ～오후 6:00( 최종입장 오후5:30)
[11월～ 2월 ] 오전 9:00 ～오후5:00( 최종입장 오후 4:30)

 매달 셋째 화요일 ( 전시 스케줄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
니다 .)

18

17Izumo
出雲

수많은 신들과의 인연의 땅

신들의 고장으로 , 매년 음력 10월에

는 회의가 열립니다 .  이즈모 다이샤

는 매우 유명한 곳으로 , 사람들의 다

양한 인연을 맺어주는 신이 모셔져 있

습니다 . 일본의 3대 소바의 하나이기

도 한 , 이즈모 소바가 특산으로 , 옛부

터 3개의 용기를 쌓아올린 [ 와리고 소

바 ] 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등대에 올라 , 웅대

한 바다를 바라봅시다 .

문화재청 소장 시마네현립 고대 이즈모 역사 박물관 제공

N

500m

이즈모 소바

｜  야스기 ｜  마쓰에 ｜  이즈모 ｜  이와미 ｜

지역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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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후 요금

상설전:　어른:102엔 
기획전:전시별 요금 상이

교통수단

 JR 이즈모시역에서 20분 /
산인도 히카와 IC 에서 2분

P  주차 북 주차장 64대 , 남 주
차장 126대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490엔
초중고생:350엔

교통수단

 JR 이즈모시역에서 20분 / JR 
나오에역에서 10분 / 이즈모 

공항에서 7분

P 주차 15대

VISA / MasterCard / 

JCB / AMEX EN 

고진다니 박물관
荒神谷博物館

1984년 7월, 국내 총 출토수를 상회하는 358개의 

동검이 출토. 더욱이 다음 해 동탁, 동모(청동기 

창)가 동시에 출토되어, 고대사에 큰 파문을 던진  

고진다니 유적(동검･ 동탁･ 동모 모두 국보로 지

정). 고진다니 박물관은, 여러 가지 수수께끼에 

쌓인, 고진다니 유적을 집대성한 시설입니다.

 出雲市斐川町神庭873-8 

 0853-72-9044

HP  http://www.kojindani.jp/ (JP)

 오전 9:00 ～ 오후 5:00 ( 최종입장 오후 4:30)

 전시실 화요일 , 12/29 ～ 1/3

이즈모 퀼트 미술관
出雲キルト美術館

이즈모 퀼트 미술관은 풍부한 자연환경이 있는 

이즈모 평야 한 가운데에, 일본 최초 퀼트 미술관

으로 개관했습니다.  지은 지 200년이 되는 이즈

모 전통 양식 가옥을 전시장으로 한 관내에서는, 

일본 퀼트 작가 제 일인자인 야와타가키 무쓰코

의 프로듀스로 퀼트 작품과 함께, 꽃꽂이, 장식, 

테마별 설치를 계절별로 연간 4회의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간, 공기감, 경관 모두를 포함, 이

즈모 문화와 일본의 마음을 전승하는 것을 컨셉

으로 한 미술관입니다.

 出雲市斐川町福富330　  0853-72-7146

HP  http://www.yawatagaki.com/iqm_english/about_iqm.html   
(EN)

 오전 10:00 ～오후 5:00

 수요일 , 셋째 일요일 ( 공휴일은 개관 )

20

19

류겐지 마부(갱도)
龍源寺間歩

이와미 은광
세계유산센터
石見銀山
世界遺産センター

기가미 신사

이와미 은광자료관
石見銀山資料館

쇼겐지 절

간제온지 절
야나기하라케

나한지 절·오백나한
羅漢寺・五百羅漢

구 가와시마케
旧河島家

구마가이케 저택
(중요 문화재)
熊谷家住宅

이와미 은광 터널

이와미 은광 공원

와타나베케

오모리 초등학교

사이혼지 절

고쿠라쿠지 절

도요사카 신사

안요지 절

시미즈다니 제련소터

마치나미 교류센터（구 오모리구 재판소）

?관광안내소

이와미 은광 주차장

➡22

23

2425
26

46

31

31 31

21

Iwami
역사와 전통의 땅을 , 유유히 산책

이와미는 시마네의 서쪽 지역으로 , 산

에서 바다까지 자연이 풍부하며 , 전통

이 숨쉬는 지역입니다 . 가장 서쪽에

는 [ 작은 교토 ] 라고 불리는 쓰와노가 

있으며 , 수많은 비단잉어가 헤엄치는 

해자와 흰 벽은 옛날 성하마을의 자취

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도 

품질이 높은 것으로 유명해 , 최전성

기는 세계 은의 약 3분의 1을 생산했

던 400년의 역사를 가진 이와미 은광

에 가봅시다 . 은광 주변의 광산마을

과 효능이 높은 유노쓰 온천 등 , 유네

스코 세계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

오모리 은광 중요 전통 건축물군 보존지구
大森銀山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이와미 은광 교통 통제에 대해］

차로 오시는 분은 , 이와미 은광 주차장
에 주차해 주세요 . 은광으로 가시는 분
은 세계유산센터 앞 버스정류장 [ 이와미 
은광 주차장 ] 에서 노선 버스를 이용해 
주세요 . 

N

200m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와미 은광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
ユネスコ世界遺産 石見銀山遺跡とその文化的景観

｜  야스기 ｜  마쓰에 ｜  이즈모 ｜  이와미 ｜

지역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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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200엔
초•중학생:100엔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노선버스
로 33분 「이와미 은광 세계

유산센터」 하차

 이즈모 공항에서 산인도로 90분 P 주차 400대

Wi Fi EN / KR / 简 / 繁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210엔　초•중학생:100엔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노선버스로 30분 「오모리」 하차 후 , 마부로 가는 길
은 , 작은 촌락과 숲을 지나 도보 40분 .   

Wi Fi EN / KR / 简 / 繁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100엔
초•중학생:무료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노선버스
로 26분 「오모리 다이칸쇼

터」 하차 후 , 도보10분

Wi Fi EN / 简 / 繁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400엔　초•중학생:200엔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노선버스로 28분 「오모리」 하차

이와미 은광 
세계문화센터
石見銀山世界遺産センター

이와미 은광 유적 견학을 하는 출발점으로, 유적 

전체의 모습을 방문자에게 디오라마와 전시로 개

설하는 안내 시설입니다. 스태프의 촌극으로 옛

날 은광지역의 생활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입

구에서는  초긴(옛날 은화 [비스무트･주석])만들

기 학습체험도 있습니다. 

 大田市大森町イ 1597-3　  0854-89-0183

HP  http://ginzan.city.ohda.lg.jp/1750.html (EN / KR / 简 / 繁 )

 [3월～ 11월 ] 오전 8:30 ～오후 6:00
* 전시실 오전 9:00 ～오후 5:30( 최종입장 오후 5:00) 

[12월～ 2월 ] 오전 8:30 ～오후 5:30

* 전시실 오전 9:00 ～오후 5:00( 최종입장 오후 4:30)

 매달 마지막 화요일 , 연말연시

류겐지 마부（갱도）
龍源寺間歩

에도시대 중기, 이와미 은광에서는 대량의 은이 

생산되었습니다. 이같은 갱도는 「마부」라고 

불리워, 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여러 마부가 약 

700개 이상이나 있습니다. 류겐지 마부는, 다이

칸쇼 직영 마부로 조업되었습니다. 갱도 내부를 

걸으며, 견학 할 수 있습니다. 갱도 내에서는, 에

도시대 광부가 손으로 판 흔적을 가까이서 볼 수

가 있습니다. 오모리 마을과 마부사이는 도보 40

분으로, 숲속의 개천 옆을 걸으면서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大田市大森町ニ 183　  0854-89-0347

 [3월～ 11월 ] 오전 9:00 ～오후 5:00( 최종입장 오후 4:50)
[12월～ 2월 ] 오전 9:00 ～오후 4:00( 최종입장 오후 3:50)

 1월 1일

구 가와시마케
旧河島家

가와시마케는, 지역관리의 장까지 승진한 무사로, 

1800년 초반에 세워진 가옥은, 전체 배치와 방배

치 등 무가주택의 특징이 잘 남아 있습니다.  물건

을 정리하는 방법을 테마로 한 전시와 저녁식사 

모습 등, 무사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大田市大森町ハ 118-1
 0854-89-0932

HP  http://kumagai.city.ohda.
 lg.jp/10.html (JP)

 오전 9:00 ～오후 4:30

 연말연시

나한지 절•
오백나한
羅漢寺・五百羅漢

이 사원은, 은광에서 일하다 죽은 사람들을 공양

하기 위해 1764년에 세워졌습니다. 절에서 개천

을 사이에 둔 강 건너편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약 

25년의 세월을 들여 만든 500개의 나한상이 암반

사면의 석굴 안에 안치되어 있

습니다. 여기에 참배를 하면 

죽은 아버지나 자식을 닮은 나

한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

다. 석굴 앞 세 개의 돌로 된 

홍예다리도, 강의 수면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大田市大森町イ 804　 

 0854-89-0005

HP  http://www.rakanji.jp/ (JP)

 오전 9:00～오후 5:00

 연중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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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300엔
초•중학생:무료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노선버스
로 26분 「오모리 다이칸쇼

터」 하차 후 , 도보 2분

Wi Fi EN /简 / 繁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400엔
초•중학생:150엔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노선버스로 
26분 「오모리 다이칸쇼」 터 

하차

* 관내에는 , 전시해설 일부에 영

어와 북경어 해설이 있습니다 .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320엔
초•중학생:160엔
※기획전 개최시 특별요금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30분 / 마쓰
에도 요시다 카케야 IC 에서 

40분 P 주차 150대

Wi Fi EN EN

할인 적용후 요금

어른:350엔　초•중학생:170엔

교통수단

 JR 니마역에서 도보 10분

 산인도 이즈모 IC 에서 40분 / 산인도 고쓰 IC 에서 30분

     P 주차 200대

Wi Fi EN

* 교류체험관에서만 VISA/Mastercard/ 이온 발행 신용카드 사용 가능

구마가이케
저택 
熊谷家住宅（重要文化財）

구마가이케는, 오모리에서 최대 규모의  상인 가

문. 금융업, 주조업 등을 하면서, 마을 관리와 다

이칸쇼의 어용상인을 맡아하며, 19세기에는 유

력한 상인 가문으로 번창했습니다.　역사적인 

건축과 이와미 은광에 관련된 물품 뿐만 아니라, 

계절별로 바뀌는  창호,  장식,  가정용품 등도 

볼만합니다. 매달 둘째 일요일에 하는 「아궁이 

날」은 옛 일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大田市大森町ハ 63　  0854-89-9003

HP  http://kumagai.city.ohda.lg.jp/ (JP)

 오전 9:30 ～오후 5:00( 최종입장 오후 4:30)

 매달 마지막 화요일 , 연말연시 , 임시휴관 있음

이와미 은광자료관
石見銀山資料館

여기에는 에도시대, 이와미 은광을 관할한 다이

칸쇼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와미 은광에 전해

지는 역사적인 자료, 광산에서 사용된 채굴,  제

련도구, 무사와 광산 경영자의 생활과 문화,  신

앙에 관련된 자료, 전국 광산의 광산 등을 전시

하는 박물관입니다. 이 건물은, 1902년에 세워진 

니마군청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大田市大森町ハ 51-1　  0854-89-0846

HP  http://fish.miracle.ne.jp/silver/english/index.html (EN)

 오전 9:00 ～오후 5:00( 최종입장 오후 4:30)

 12/29 ～ 1/4

시마네현립 산베 
자연관 ( 사히메르 )
島根県立三瓶自然館（サヒメル）

국립공원 산베산의 울창한 신록 

안에 있는 자연계 박물관. 산베산

을 중심으로 한  시마네의 자연과 

동해의 형성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배운 것을 바로 야외에서 

체험 가능. 또한 정확한 관측이 

가능한 천문대, 플라네타륨 등을 상영하는 극장, 

아동용 박물관 등의 설비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부

터 어른까지 하루종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大田市三瓶町多根1121-8　  0854-86-0500

HP  http://www.nature-sanbe.jp/sahimel/ (JP)

 오전 9:30 ～오후 5:00　( 최종입장 오후4:30)
 [4 ～ 9월 토요일 ] 오전 9:30 ～오후 6:00　( 최종입장 오후5:30)

 매주 화요일 (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 다음날 ), 
 2019/11/11 ～ 2020년４월 중순까지 개장으로 인한 휴관

니마 샌드 뮤지엄
仁摩サンドミュージアム

「모래」「시간」「환경」을 테마로 한 모래 박

물관입니다. 건물은, 대소 6기의 피라미드 군으

로 되어 있으며, 니마출신으로 세계적으로 유명

한 건축가 다카마쓰 신이 설계했습니다. 가장 큰 

피라미드 중앙에 설치된 1년을 재는 모래시계는, 

2015년에 세계 제일의 크기로 기네스북에 등록

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후레아이 교류관에서

는, 유리 공예 체험이 가능합니다.

 大田市仁摩町天河内975　  0854-88-3776

HP  http://www.sandmuseum.jp/ (JP / EN / KR /简 / 繁 )  

 오전 9:00 ～오후 5:00 
　  ( 최종입장 오후 4:30)

 수요일 ,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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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후 요금

전시실:
어          른:240엔
초•중학생:80엔

교통수단

 JR 오다시역에서 20분 / 마
쓰에도 요시다 카케야 IC 에

서 50분 P 주차 20대

Wi Fi EN EN

할인 적용후 요금

어          른:400엔
대학생•고등학생: 240엔
초•중학생:160엔 
※기획전에 따라 요금 상이

교통수단

 JR 하마다역에서 현립대학행 버스로 10분 「어린이 미술관앞」 하차

 하마다 자동차도 하마다 IC 에서 10분 P 주차 250대

산베 아즈키하라 
매몰림 공원 
三瓶小豆原埋没林公園

약 4000년 전 화산이었던 산베산의 분화로, 땅 

속에 묻힌 태고의 숲을 볼 수 있는 산베 아즈키하

라 매몰림. 땅속에 우뚝 솟아 있는 조몬시대(일

본의 선사시대 중  BC 1만 3천 년경부터 BC 300

년까지의 기간) 거목들의 박력있는 모습은 압권

입니다. 화산 분화라는 자연의 위협과 당시의 숲

의 풍요로움을 느끼러 와 주세요.

 大田市三瓶町多根ロ 58-2　  0854-86-9500

HP  http://www.nature-sanbe.jp/buried_forest/ (EN)

 오전 9:00 ～오후 5:00( 최종입장 오후4:30)

 12월 제1 월요일～금요일까지의 5일 간 ,  12/26 ～ 1/1

하마다시 세계 
어린이 미술관
浜田市世界こども美術館

「보는 것」과 「만드는 것」 모두 즐길 수 있는 

미술관. 아동의 시선을 중시한 다양한 장르의 유

니크한 기획전을 개최. 세계 어린이들의 작품 수

집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여러 나라와 교류를 하

고 있습니다. 매주 토•일요일과 공휴일에 개최하

는 창작활동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안한 제작 체험

이 가능합니다. 관내에서 내려다보이는 동해와 미

술관 주변의 자연도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浜田市野原町859番地1
 0855-23-8451

HP  http://eng.hamada-kodomo-
art.com/ (EN)

 오전 9:30 ～오후 5:00
 ( 최종입장 오후 4:30)

 매주 월요일 , 전시변경 기간 ,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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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적용후 요금

기 획 전:
어      른:500엔　 대학생:300엔
초중고생:150엔

교통수단

 JR 마스다역에서 이와미 교통 버스로 5분 「그란토와 앞」 하차 /
하기 ･ 이와미 공항에서 연락버스로 JR 마스다역까지 15분

JR 마스다역에서 도보 15분 (1km) 

 하마다 자동차도 하마다 IC 에서 50분 (40km) P 주차 200대

 JR 신야마구치역에서 마스다역까지 특급 약 90분

Wi Fi VISA / MasterCard / JCB / AMEX / Diners

EN EN

시마네현립
이와미 미술관
島根県立石見美術館

시마네현 예술 문

화 센 터  그 란 토 와

는, 지붕과 벽에 이

와미 지방 전통을 

계승한 세키슈가와

라(붉은 기와)를 사용한 아름다운 건물로, 유리

로 된 긴 복도로 둘러쌓인 45m 사방의, 중원에는 

25m 사방의 수반이 있으며, 내관하는 사람들의 

휴게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란토와내에 있는 

시마네현립 이와미 미술관에서는, 크고 작은 4개

의 전시실을 사용, 전시를 바꾸면서, 기획전, 컬

렉션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益田市有明町5-15　  0856-31-1860

HP  http://www.grandtoit.jp/english/index.html (EN/简 /KR)

 오전 10:00 ～오후 6:30( 전시실 입장은 폐관 30분전까지 )

 화요일 (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 연말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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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마 야요이 호박 (1998) 
 이와미 미술관 소장

｜  야스기 ｜  마쓰에 ｜  이즈모 ｜  이와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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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네현 외국인 할인시설 안내

야스기  /  마쓰에   /  이즈모   /  이와미  

島根県内観光施設外国人割引のご案内【韓国語版】2019년 3월 발행

교통수단

시마네 국제관광 추진 협의회
(시마네현)    

https://blog.naver.com/shimanekko

島根県松江市殿町１番地 〒690-8501  일본
전화0852-22-5579 / FAX 0852-22-5580
　 kanko-inbound@pref.shimane.lg.jp

신지코 호수

이즈모 인터체인지
出雲 I.C.

JR오다시역
大田市駅

JR이즈모시역
出雲市駅

전철 이즈모시역
電鉄出雲市駅

JR마쓰에역
松江駅JR다마쓰쿠리 온천역

玉造温泉駅

신지  나들목
宍道JCT. 신지

인터체인지
宍道 I.C.

마쓰에 다마쓰쿠리 인터체인지
松江玉造I.C.

요나고 인터체인지
米子I.C.

야스기
인터체인지
安来I.C.

히가시 이즈모
인터체인지
東出雲I.C.

JR야스기역
安来駅

미토야 기스키 인터체인지
三刀屋木次 I.C.

9 JR요나고역
米子駅

이즈모 공항
出雲空港

[마쓰에∼ 이즈모 다이샤]       
　　이치바타 전철/ 1시간

요나고 공항
米子空港

마쓰에 신지코온천역
松江しんじ湖温泉駅

다이콘시마 섬

마쓰에성

산인 자동차도
山陰自動車道

요나고 자동차도
米子自動車道

마쓰에 자동차도
松江自動車道

유네스코 세계유산
이와미 은광 유적과
그 문화적 경관

다마쓰쿠리
온천

유노카와 온천

마쓰에 신지코 온천

유노쓰
온천

♨
♨

♨

♨ 사카이미나토항
境港이즈모 다이샤마에역

出雲大社前駅
가와토역
川跡駅

431

[마쓰에∼마쓰에 신지코 온천] 
　　3km/ 10분
　　노선버스/15분

[마쓰에∼사카이 미나토]    
　　이치바타 버스 
　　 「마쓰에 사카이 미나토 직행버스」/ 40분

[이즈모 다이샤∼이와미 은광]
　　48km/70분 
　　＋　　이치바타 버스, JR, 이와미 교통버스/90분

시마네현 관광 캐릭터 "시마넷코"

시마네에 와 주세요! 단단!　　　　　　　
(※단단… 지역 사투리로 「고맙다」는 의미)

시마네현

이즈모 다이샤

시마네 관광 정보 발신중！시마네현 외국인 할인시설 안내
@Discover.Shiman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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