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 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 고 , 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 .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 . 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 8 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 화 하 여  대 량 의  용 암 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 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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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 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 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 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경관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 지 한 군 마 현 의 
생 사（ 生 絲 ）생 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 계 에 자 랑 하 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 크 에 서 는 라 벤 더 소 프 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 리 공 예품 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 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 케(토 속 주)가 생 산 되 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 마 현 에 는 많 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 물 을 제 분하 여 가 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7-8월에는 
스키장이 라벤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 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 고 , 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 .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 . 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 8 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 화 하 여  대 량 의  용 암 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 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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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 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 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 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경관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 지 한 군 마 현 의 
생 사（ 生 絲 ）생 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 계 에 자 랑 하 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 크 에 서 는 라 벤 더 소 프 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 리 공 예품 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 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 케(토 속 주)가 생 산 되 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 마 현 에 는 많 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 물 을 제 분하 여 가 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7-8월에는 
스키장이 라벤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 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 고 , 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 .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 . 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 8 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 화 하 여  대 량 의  용 암 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 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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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 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 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 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경관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 지 한 군 마 현 의 
생 사（ 生 絲 ）생 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 계 에 자 랑 하 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 크 에 서 는 라 벤 더 소 프 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 리 공 예품 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 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 케(토 속 주)가 생 산 되 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 마 현 에 는 많 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 물 을 제 분하 여 가 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7-8월에는 
스키장이 라벤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 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 고 , 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 .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 . 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 8 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 화 하 여  대 량 의  용 암 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 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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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 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 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 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경관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 지 한 군 마 현 의 
생 사（ 生 絲 ）생 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 계 에 자 랑 하 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 크 에 서 는 라 벤 더 소 프 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 리 공 예품 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 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 케(토 속 주)가 생 산 되 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 마 현 에 는 많 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 물 을 제 분하 여 가 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7-8월에는 
스키장이 라벤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 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 고 , 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 .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 . 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 8 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 화 하 여  대 량 의  용 암 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 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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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 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 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 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경관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 지 한 군 마 현 의 
생 사（ 生 絲 ）생 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 계 에 자 랑 하 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 크 에 서 는 라 벤 더 소 프 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 리 공 예품 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 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 케(토 속 주)가 생 산 되 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 마 현 에 는 많 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 물 을 제 분하 여 가 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7-8월에는 
스키장이 라벤더 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고,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8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화하여 대량의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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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 경관 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지한 군마현의 
생사（生絲）생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계에 자랑하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크에서는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리 공예품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케(토속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마현에는 많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물을 제분하여 가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
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  7 - 8월에는 
스 키 장 이  라 벤 더  공 원 으 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고,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8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화하여 대량의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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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 경관 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지한 군마현의 
생사（生絲）생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계에 자랑하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크에서는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리 공예품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케(토속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마현에는 많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물을 제분하여 가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
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  7 - 8월에는 
스 키 장 이  라 벤 더  공 원 으 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고,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8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화하여 대량의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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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 경관 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지한 군마현의 
생사（生絲）생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계에 자랑하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크에서는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리 공예품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케(토속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마현에는 많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물을 제분하여 가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
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  7 - 8월에는 
스 키 장 이  라 벤 더  공 원 으 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행운을 기원하고 기쁨을 찬양한다.군마의 역사와 자연을 알고 싶고,여행의 기념을 잔뜩 담아

사람들이 모이는 고향의 축제.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시설.마음껏 군마의 기법과 맛에 만족.

배꼽 축제〔7월〕

●시부카와 시
시부카와시는 일본 열도의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자칭 ‘일본의 배꼽’이라고 
합니다. ‘시부카와 배꼽 축제’는 
독창적인 축제로, 참가자들은 배에 
커다란 얼굴을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도미오카 제사장●도미오카 시 【F-3】
도미오카 제사장은 1872년에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기계 제사장으로 
탄생했습니다. 고급 생사의 대량 생산을 실현한 기술 혁신과 역사적 가치가 
평가를 받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후보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니오시다시엔
●쓰마고이 무라 【D-2】
1783년에 아사마야마 화산이 
분화하여 대량의 용암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니오시다시는 
이때의 용암에 의해 형성된 
예술입니다.

활력

산과 들을 색색으로 단장하는 꽃들을
유유히 바라보며 평온한 휴일을.

웅대한 산산에서 용솟음치는,
맑고 아름다운, 풍부한 물의 흐름

온화한 햇살과
상쾌한 바람에가을이 온 것을 느낀다.

온천에서 모락모락 피어 오르는 김과
눈 세상이 우리들을 유혹한다.

시키시마 공원ㆍ장미원●마에바시 시【E-4】
마에바시 시내를 흐르는 도네강과 히로세강 사이에 끼인 광대한 부지의 시키시마 
공원. ６００종류 ７０００그루의 장미가 일제히 화려하게 핀다.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오타 시【E-6】
오타시 북부 운동공원은 매년 ４월 초순부터 5월 중순에 걸쳐 광대한 부지에 약 
50만 그루의 흰색 및 분홍색 꽃의 융단이 펼쳐집니다.

골프장

현내 각지에 ８０개소를 넘는 골프장이 있으며 풍부한 
자연속의 다양한 골프코스가 인기가 있다.

아키마 매림●안나카 시【E-3】
３월 상순부터 하순에 걸친 도쿄 근교 최대규모의 
매화나무숲（梅林）. ３５,０００그루의 홍매화와 백매화가 
５０㏊의 아키마의 구릉을 메워버린다.

군마 플라워 파크●마에바시 시【D-5】
꽃의 테마파크에서는 가련한 화초와 선인장, 일본 정원을 
모두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꽃의 
이벤트가 개최되며, 언제든지 여행자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벚꽃마을●시모니타 마치【E-3】
４월 상순부터는 왕벚나무, ４월부터 ５월말에 걸쳐 천엽벚나무 등, 묘기산록의 
４５종류 ５,０００그루의 벚나무가 시기를 바꾸어 가며 개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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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키와레 폭포●누마타 시  【C-5】
낙차는 ７ｍ, 폭 ３０ｍ의 폭포는 동양의 나이아가라로 비유되고 있다. 수량이 많은 
봄부터 초여름에 걸쳐 호쾌하게 물이 떨어지고, 또 가을에는 골짜기의 단풍이 
근사하다.

하루나코 호수●다카사키 시 【D-3】
화산 분화로 형성된 하루나코 호수 주변에는 
하루나후지와 에보시다케 등의 산들이 있습니다. 
애기원추리와 철쭉이 마음을 달래 주고 , 
호반에서는 사이클링을 하며 아웃도어 레저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니가와다케●미나카미 마치 【B-4】
표고 １９７７ｍ의 다니가와다케는 일본 알프스의 
３０００ｍ급의 고산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알프스적인 산의 모양은 일본굴지의 
바위 밭으로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묘기산
●도미오카 시·안나카 시·시모니타 마치【E-3】
산의 모양이 거칠고 곳곳에 기암이 솟아 있는 
묘기산은 일본 3대 기승의 하나로 꼽힙니다. 단풍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데리하쿄●미나카미 마치 【B-4】
비경의 흥취가 있는 계곡, 데리하쿄. 크고작은１１개의 폭포와 계곡이 계절따라 
색깔이 달라지며, 특히 단풍의 아름다움은 절경.

구사쓰시라네산●구사쓰 마치  【C-2】
해발 2,160m의 활화산입니다. 산정 부근에 있는 유가마는 직경 약 300m, 수심 약 
30m의 화구호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산성도가 강한 호수라고 합니다.

아사마야마●쯔마고이 무라 【E-2】
아름답고 광대한 산기슭의 들판은 사철내내 방문하는 
사람을 싫증나지 않게 한다. 그 산기슭에는 산정에서 
흘러내린 용암류의 오니오시다시（鬼押出）와 대폭발로 
취락이 매몰된 간바라 유적이 있다.

스키장

아사마야마 산에서 구사쓰, 미나카미, 가타시나 
등 북쪽으로 향하면 겨울의 군마는 온통 은백의 
세계로 이어집니다. 파우더 스노우의 겔렌데 
부근에는 많은 온천이 있고, 스키와 배 모양의 
썰매를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쿠라야마 공원●후지오카 시 【F-4】
야시오 온천 부근에 있는 사쿠라야마는 단풍시기에 
계절답지 않게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는 특이한 
겨울벚나무의 명소로서 유명하며, １１월부터 １２월에 
걸쳐 겨울벚나무 약７０００그루의 벚꽃이 만발한다.

아카기산●마에바시 시【D-5】
아카기산에는 14종 50만 그루의 철쭉이 자라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중순에 걸쳐 철쭉이 만개하는 계절을 맞이합니다. 
산정 부근에는 화구호와 습원이 있고, 이곳에서는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할 수 있습니다.

래프팅·캐녀닝●미나카미 마치 
래프팅은 고무 보트를 타고 격류를 따라 내려가는 아웃도어 스포츠입니다. 
미나카미마치를 흐르는 도네가와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노천탕

군마의 풍부한 자연속에서 조용하게 쉬는 것이 노천탕  의 묘미. 새소리와 시냇물 소리, 때로는 
설（雪）풍경들을 느긋하게 즐기는 것은 어떨지.

도미오카 제사장

구사쓰 온천

쇼린잔 오뚝이시장
〔1월〕●다카사키 시
오뚝이시장은 1월 6일부터 
7일까지 밤새도록 열리는 화려한 
축제입니다. 매년 21만 명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오뚝이를 
사러 찾아옵니다.

뱌쿠이 관세음●다카사키 시 【E-4】
１９３６년에 다카사키 시의 실업가가 관음보살의 공덕을 널리 세상사람들과 
함께 나누려고 건립한 높이 ４１.８ｍ의 관음상. 봄에는 벚꽃의 명소로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다.

기타카루이자와 불꽃축제 〔２월〕
●나가노하라 마치
눈 세상의 아사마엔에 관광객들이 제각각의 소원을 담아, 
４,０００개의 초에 불이 켜지면 주변은 환상적인 분위기에 
감싸인다.

성시 오바타 벚꽃축제 〔４월〕●간라 마치
벚꽃 명소로 유명하며 오다（織田） 일가가 통치한 성시. 만발한 벚꽃나무 
밑에서 용장한 무자행렬이 전개된다.

기류 야기부시 축제 〔８월〕●기류 시
겨울의 강한 바람과 도네강의 청류로 부터 리듬을 얻었다고 하며, 춤은 
격심하면서 쾌활하고 밝은 용장 바로 그것.

누마타 축제 〔８월〕●누마타 시
일본의 '축제'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은 장식수레와 크고 작은 신여를 서로 
밀고 당기는 광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짊어지는 덴구 신여가 아주 
유명합니다.

발행●군마현

군마현 관광국 관광물산과
〒３７１–８５７０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１–１–１
（〒371-8570 前橋市大手町1-1-1）
TEL.027-223-1111
http://www.visitgunma.jp/kr/index.php

재단법인 군마현 관광물산 국제협회
〒３７１–００２６ 마에바시시 오테마치 ２–１–１
군마회관３Ｆ
（〒371-0026 前橋市大手町2-1-1  群馬会館3F）
TEL.027-243-7273 

군마 종합정보센터
〒１０４–００６１도쿄도 츄오구 긴자 ５-１３-１９
（〒104–0061東京都中央区銀座5-13-19）
TEL.03-3546-8511  

군마현 다카사키 관광안내소
〒３７０–０８４９ 다카사키시 야시마쵸 ２２２
ＪＲ다카사키역 내
（〒370-0849 高崎市八島町222  JR高崎駅構内）
TEL.027-327-2192

INFORMATION

산업 경관 축제
견직물
일본의 근대산업을 
유지한 군마현의 
생사（生絲）생산. 
생사로 짜서 만들어 
내는 견직물은 군마가 
세계에 자랑하는 
명산품.

군만두
팥소를 넣지 않고 술로 찐 만두에 
순한 된장을 발라 구운 맛있는 
군만두로, 군마에서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주 귀한 만두 중 
하나입니다.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
누마타시에 있는 단바라 라벤더 
파크에서는 라벤더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한 
라벤더 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한입 먹으면 은은한 허브의 향이 
입안에 퍼집니다.

다카사키 오뚝이
다카사키 오뚝이는 다카사키시에 
있는 쇼린잔 달마사의 스님에 의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썹은 
학, 수염은 거북이를 나타내며, 전국 
제일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유리
꽃병과 식기, 유리 공예품은 
기술자들이 정성 들여 제작하는 
유리 제품으로, 여러 가지 색으로 
아름답고 개성이 넘치며 수제품의 
따스함이 가득합니다.

나막신
군마현 북부에서는 오동나무 
나막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뭇결과 가볍고 
따스하다는 점이 특징으로, 
장인에 의해 한 켤레씩 
수제로 만들어집니다.

토속주
군마현은 자연이 풍요롭고 물맛이 
좋아 현내 각지의 양조장에서 
사케(토속주)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군마의 토속주는 각 
양조장에 따라 맛이 다르므로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고케시
건조한 원목의 껍질을 벗겨 
녹로로 깎고 닦아 그 위에 
그림 무늬를 그리면 「근대 
고케시」가 완성된다. 나뭇결이 
아름다워 고급 인테리어상품이 
되고 있다.

딸기, 사과,
포도 등
군마현에는 많은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딸기, 사과, 
포도, 배 등 다양한 과일 
따먹기를 즐길 수 있으며, 
농원에 따라서는 수확한 
과일로 잼을 만드는 체험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오키리코미
군마현을 대표하는 향토 요리. 넙적한 
생면을 야채 중심의 여러 가지 재료와 
함께 끓인 요리로, 국물이 걸쭉해서 
몸이 따뜻해지므로 추운 계절에 특히 
추천합니다.

곤약
구약나물을 제분하여 가공한 
식품의 「곤약」은 오뎅, 찌개요리 
등 일본요리에 빠뜨릴 수 없는 
음식재료. 다이어트 식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마현 우량 현산품 추장마크
이것은 「군마현이 추천하는 현산품」으로서 
인정된 상품에 첨부하는 마크입니다.

선물

음식
하루나 신사
●다카사키 시【D-3】
하루나산의 중턱에 자리한 1,4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래된 신사. 
제신은 본전 뒤 사람 바위의 동굴 
안에 모셔져 있으며, 최근에는 
간토에서 손꼽히는 파워 스폿(Power 
Spot)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 깊은 도시
●기류 시
기류시는 견직물의 산지로 
유명합니다. 약 400년 전의 거리가 
그대로 남아 있고, 기와집과 
흙창고 구조의 점포, 톱 모양의 
지붕을 한 공장 등, 역사적인 
건축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누키사키 신사
●도미오카 시 【F-3】
누키사키 신사는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신사입니다. 
본전, 배전, 누문 등이 국가 
지정 중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으며, 돌계단을 내려가면 
사전이 있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내리막 신사’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도미오카

마에바시 칠석 축제〔７월〕

●마에바시 시
상점가의 점포마다 특징 있는 칠석 장식을 매달아 
놓아 큰길과 골목길이 마치 터널 같습니다. 칠석 장식 
밑으로는 노점과 포장마차가 길게 늘어서고, 찾아온 
사람들로 대단한 성황을 이룹니다.

불꽃놀이●현내 각지
밤하늘을 수놓는 대형 불꽃은 일본 여름의 풍물시입니다.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는 군마현 각지에서 불꽃놀이가 개최됩니다.

오제●가타시나 무라 【B-5】
세계 유수의 고층습원 「오제가하라」와 신비적인 「오제 
늪」을 둘러싸고 있는 것 처럼 히우치가다케, 시부쯔산 
등 ２０００ｍ를 넘는 아름다운 산들이 늘어서 여름에는 
닛코키스게라는 노란색 꽃으로 장식된다.

오노이케 수국 공원
●시부카와 시 【D-4】
6월 하순이 되면 1.4헥타르 정도의 
공원에는 20종 8,000그루의 수국이 
만개합니다. 밤에는 조명이 비춰져 
낮과는 다른 분위기 속에서 꽃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단바라 라벤더 파크 
●누마타 시 【B-4】
단바라 고원의 20만  제곱미터의 
스키장에  여름에는  5만  그루의 
라벤더가  심어지고 ,  7 - 8월에는 
스 키 장 이  라 벤 더  공 원 으 로 
탈바꿈합니다.

노조리코●나카노조 마치【C-2】
노조리코는 둘레 12km , 해발 1,513m의 인공호수입니다. 
초여름부터 초가을에 걸쳐 각시원추리와 주황철쭉 등 300종류 
이상의 고산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기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