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미오카 제사장

근대 일본이 막을 연 시기인 1872년, 일본 

최초의 관영 모범 공장 토미오카 제사장이 

탄생하였습니다. 유럽과 일본의 기술이 

융합하여 생긴 세계 최대 규모의 제사공장은 

근대 일본을 상징하는 건조물로서 백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며 방문하는 사람을 매료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

토미오카 제사장과 비단산업 유산군



① 도쿄역→다카사키역(조에츠 
신칸센/나가노 신칸센으로 약 50분) 
또는 신주쿠역→다카사키역(쇼난 
신주쿠 라인으로 약 2시간)
② 다카사키역→조슈토미오카역(조신 
전철로 약 40분)
③ 조슈토미오카역에서 토미오카 
제사장까지 도보로 약 15분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조신에츠 자동차 도로의 토미오카 
인터체인지에서 하차. 시영 주차장이 
토미오카 제사장 근처에 있습니다. 
(유료 주차장 P1은 토미오카 제사장까지 
도보 약 10분, 무료 주차장 P4는 도보 약 
20분입니다.)

▽시영 유료 주차장
일반 자동차: 첫 30분 무료, 
이후 30분당 100엔

토미오카 제사장까지의 교통 안내

전철을 이용하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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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시간
오전 9 시 ~ 오후 5 시
단 , 접수 시간은 오후 4 시 30 분까지입니다 .

▽견학하실 때 부탁 말씀
・장내는 금연입니다 .
・식사는 삼가 바랍니다 .
・동물 ( 반려동물 ) 은 동반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 안내견 등은 제외 )

▽음성 가이드 대여
장내를 안내하는 음성 가이드를 대여하여 더욱 알찬 견학을 즐기실 수 있습
니다 .
언어 : 일본어 , 영어 , 프랑스어 , 중국어 , 한국어
음성 가이드기 대여는 200 엔입니다 .
손님의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여 무료 음성안내를 듣는 것도 가
능합니다 .( 오른쪽 QR 코드를 스캔해 주십시오 .)
※통신료는 직접 부담해 주십시오 .

▽견학료

▽휴관일
12/29 ～ 12/31
※점검 및 정비 등으로 임시 휴관할 수 있습니다 .

▽단체손님 여러분께
20 명 이상의 단체 견학은 예약제입니다 .
토미오카 제사장 홈페이지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예약해 주십시오 .
토미오카 제사장 단체 예약 센터
문의 : 전화 0274-67-0088( 오전 9 시 ~ 오후 5 시 )

▽토미오카 제사장
1870 년 , 메이지 정부는 근대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 식산 흥업 정책에 따라 
서구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여 본격적인 기계제사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 당시 , 생사는 무역에서 수요가 높아 , 외화 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출품이었습니다 . 정부가 고품질의 생사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계제사
기술을 국내에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관영 모범 제사장 . 그것이 토미오카 
제사장입니다 .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기술 지도에는 기계제사의 선진국인 프랑스 기술자
를 영입 , 또한 기술 전파를 위해 전국에서 전습 공녀를 모집하였습니다 . 토
미오카 제사장은 1872 년 10 월에 조업을 시작 . 그 후 , 일본 각지에는 토미
오카 제사장을 본뜬 기계제사공장이 설립되었고 , 토미오카 제사장에서 새
로운 제사 기술을 배운 공녀 중에는 고향에 설립된 기계제사공장에서 활약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토미오카 제사장은 1893 년에 민영화되어 미츠이 가 , 그리고 하라 합명회사
로 경영이 바뀌었고 , 1939 년부터 1987 년에 조업이 종료될 때까지는 카타
쿠라 공업이 경영하였습니다 . 그 동안 일관하여 제사공장으로서 계속 가동
하였습니다 . 현재 , 조사장에는 조업 정지 때까지 사용되었던 자동조사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 토미오카 제사장 조업의 역사는 즉 일본의 근대 
제사 발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05 년 , 토미오카시가 보존 및 관리를 인수하였습니다 . 현재 , 토미오카 제
사장은 일본의 중요한 문화재임과 동시에 2014 년에는 “토미오카 제사장과 
비단산업 유산군”으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일람표”에 기재되어 그 가
치는 국제 사회에도 인정 받은 바 있습니다 .

▽건조물에 대해
창업 시에 세워진 주요 건물군은 목골 벽돌 구조의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
다 . 이는 막부 말기에 프랑스 해군의 협력에 의해 만들어진 요코스카 제철
소에 도입된 기술로 , 토미오카 제사장에는 이 목골 벽돌 구조의 건물군이 
당초의 위치에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또한 , 제사에 필수불가결한 
대량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철수조와 벽돌을 쌓아 만든 지하 배수
구 등 메이지 초기의 귀중한 생산 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
약 104 미터의 누에고치 창고 2 개 동과 약 140 미터의 조사장이 “ㄷ”자 형
태로 배치되어 있고 , 그 안쪽에 증기 엔진과 보일러가 놓여진 증기가마실이 
세워져 있습니다 . “ㄷ”자 바깥쪽에는 프랑스인 기술자를 위한 숙사인 3 개 
동의 서양식 건물과 공녀를 위한 기숙사가 세워졌습니다 . 이들 중 공녀 기
숙사 이외는 지금도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어 , 설립 당초의 모습을 지금에 
전하고 있습니다 .
건축에 있어서는 프랑스인 기술자의 설계 및 지도 하에 서구의 근대적인 기
술이 도입된 한편 , 에도 시대에서부터 이어지는 일본의 전통 기술도 이용되
어 , 건설 현장에서는 일본인 목수와 장인도 활약하였습니다 . 

수장관 ( 부뤼나관 )

기숙사목판화 “공녀가 공부하는 그림”

국보　동쪽 누에고치 창고

국보　조사장 내부

2017 년 3 월 발행

어른 1,000 엔

고등학생 / 대학생 ( 학생증 제시 필요 ) 250 엔

초등학생 / 중학생 150 엔

＊미취학 아동은 무료
＊장애인 수첩을 소지하신 분과 간병인 (1 명 ) 은 무료

토미오카 제사장　　우편번호 370-2316 군마현 토미오카시 토미오카 1-1
견학에 대한 문의：전화 0274-67-0075
시영 주차장에 대한 문의：전화 0274-67-0088
URL：http://www.tomioka-silk.jp.k.wv.hp.trans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