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마스다시에는 자연 속에서 솟아나는 온천이 여러 개 있습니다.

히키미 온천：울창하게 우거진 숲의 히키미초, 우라히키미쿄 협곡에서 흘러나오는 청류의
옆에

아라이소 온천：

미토 온천：

있는

온천입니다.

미인탕이라

불리는

온천수질은

촉감이

해안가 바로 옆에 있는 온천여관으로 낚시와 해수욕을 같이 이용하실

매끈매끈하며 부드럽습니다. 안쪽 정원의 푸르름과 사계절의 화초를

수 있습니다. 일본해(한국명:동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노천탕과 파도

감상하면서 입욕할 수 있는 바위탕, 약초탕, 사우나, 노천탕이 준비되어

위 테라스에서 사계절의 신선한 해산물을 즐기는 것은 더없는 행복의

있습니다.주고쿠 산지의 한가운데에 있어서, 히로시마시에서도 가볍게 올

순간일 것입니다.

수 있습니다.

산 속에 있는 온천으로, 국도 191 호선 옆에 있어 버스정류장도 가까우며
히로시마에서 오는 교통도 편리한 온천입니다. 매끈매끈한 온천수질은
미인탕이라는 평판이 높고 계절에 따른 창포탕과 유자탕도 있습니다. 근처
레스토랑에서는 지역산의 소고기, 유자, 산채를 중심으로 한 메뉴가 있어
신선하고 맛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일본 특유의 상쾌한 향미를

가진 유자는 미토초의 특산품으로 유자주스, 유자라면 등 많은 메뉴가
도입되었습니다.

셋슈 정원：
셋슈는 일본을 대표하는 수묵화가로서, 15 세기 후반에 활약하였습니다. 오카야마현에서
태어났지만,

마스다시에서

만년을

보냈습니다.

셋슈는

중국이

명나라였을

당시,

닝보(寧波)에서 2 년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연으로 현재 마스다시와 닝보는
자매도시로서 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셋슈는 마스다에서 많은 그림을 그렸으며,
주지를 하고 있던 이코지(医 光 寺) 절과 만푸쿠지(萬福寺) 절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남겼습니다.

가키노모토 신사:

【예능】

7 세기 후반부터 편찬된 일본 최고(最古)의 가집「만요슈(万葉集)」를 대표하는 가인

이와미카구라：

가키노모토 히토마로는, 마스다에서 태어나 마스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다카쓰카키노모토 신사 근처에는 만요공원이 있습니다.

마스다시는 카구라(일본전통무악)가 활성화 된 곳입니다.
이 지방의 카구라는「이와미카구라」라 불리며 경쾌한 리듬과 호화롭고 현란한 의상으로

거대한 공원에는 만요슈에서 읊어진 사계절의 식물이 심어진 만요식물원과 어린이광장,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오로치(큰 뱀)가 나와 긴 몸통을 꼬면서

오토캠프장(자동차 여행자용 캠프장) 등이 있어 가까운 곳에서 자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사노오노미코토와

싸우는「오로치(大蛇)」라는

공연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비슷한 신인「종규(鐘馗)」가 활약하는 카구라도 자주 공연됩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시마네현 예술문화센터 「그란토아(Grand Toit)」에서 상연됩니다.
또한 가을에는 각 신사에서 봉납카구라가 열립니다.

그란토아:
시마네현 예술문화센터 Grand Toit
「시마네현립 이와미미술관」과「시마네현립 이와미예술극장」의 복합시설입니다.
이와미지방의 특산품인 세키슈 기와 28 만장에 둘러싸여 한층 더 아름다운
건물에는 새로운 문화가 발신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하기・이와미공항 마라톤
매년 10 월 셋째주 일요일에「하기 ・ 이와미공항 마라톤」이 개최되어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기・이와미공항 내의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여 일본해(한국명:동해) 해안선을 달립니다.
당일에는「하기・이와미공항 축제」도 동시에 개최되므로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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