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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四條畷市 蔀屋北遺蹟의 調査成果
- 한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를 중심으로 -

宮崎泰史(大阪府 敎育委員會)
(飜譯 : 全有美)

Ⅰ. 蔀屋北(시토미야키타)유적의 개요
시토미야키타유적(蔀屋北遺蹟)은

시죠나와테시(四條畷市)

오아자시토미야ㆍ스사

(大字蔀屋ㆍ砂)에 소재하고 있다. 이코마산지(生駒山地)에서부터 흐르는 소하천에
의해 형성된 충적지에 입지하고 있는 죠몽시대에서 근세에 이르는 복합유적이다.
이 유적은 平成 11년(2000년 3월~4월)과 12년(2000년 11월)의 시굴조사를 통
해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다.(宮崎

2002) 平成 13년(2001년)부터「나와테水미래센

터」건설에 의한 발굴조사가 시작되었으며 平成 18년까지 7개소의 조사지구(H지구
ㆍA~F조사지구), 약 25000㎡가 조사되었으며, 현재는 각 시설을 연결하는 소규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조사결과, 고분시대(5~6세기)에 해당하는 유구ㆍ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 얕은
골이나 區劃溝를 통해 5개의 주거역(北東ㆍ南東ㆍ南西ㆍ西ㆍ北西)으로 구분된다.(도
면 1) 조사된 유구는 수혈주거 73동, 굴립주건물 84동, 우물 27기(우물 내벽에 船

舶材를 이용한 우물 6기, 난간이 있는 우물 1기), 토갱, 구 등이 있다.(大阪府教育委

員会編 2009) 또한, 우물벽으로 轉用된 선박재 중 1기(井戸E090805)는 전나무 속
이며 그 외는 삼나무이다.

특히, 마구(목제의 輪鐙ㆍ鞍ㆍ鑣轡), 말의 매장토광, 다량의 제염토기, 한식계토
기, U자형 판상제품의 출토를 통해 말 사육에 관련된 취락으로 이곳에 거주한 사람
들의 출신이 한반도 남부와 관계가 깊을 것이라고 지적되었다.
취락은 ５세기 전반에 형성되어,５세기 중~후반이 전성기였으며, 6세기 후반까지
이어지지만 7세기 이후(일부, 10세기, 12세기의 굴립주건물이 확인되어지지만)에는
중심 水田域, 그리고 밭으로 이용되어진다.
다음으로 시토미야키타유적을 특징짓는 마구(목제의 등자, 안장, 재갈), 말, 다량
의 제염토기와 함께, 한국과 관련이 깊은 자료인 도질토기、한식계(경질ㆍ연질)토
기, U자형 판상제품, 이동식 부뚜막, 그리고 주목되어지는 자료인 마각제품(馬角製
品), 철제품에 대해서도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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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취락에서 발견된 마구
고분이 아닌, 취락역에서 실용적인 마구 3세트가 출토되었다. 모두 하나의 유구
라고 생각되는 대형 구에서 출토되었으며, 주거역을 구획하는 대형 구 H11에서 등
자, 취락역의 서쪽경계부 대형 구 F에서 안장, 대형 구 E090001에서 재갈이 출토
되었다. 이들 자료는 동일한 시죠나와테시에 소재하는 미나미사게유적(南山下遺蹟)
에서 출토된 마형 하니와(馬形埴輪,

도면 2)에 표현된 실용적인 말 장신구의 표현

과 공통되는 점에서, 본 유적에서 사육되어진 말에 장착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
내어 준다.

1. 木製輪鐙（
木製輪鐙（도면 ３）
＜개요＞
H지구의 대형 구 H11의 3층에서 2점 출토되었다. 1점(도면 3-1)은 높이
20.6cm, 폭 15.65cm이다. 輪部의 평면은 타원형으로, 내경 세로 7.3cm, 가로
10.6cm로, 단면은 사다리꼴이며(안쪽이 넓다) 폭 2.3~2.6cm, 두께는 1.8~2.2cm이
다. 柄部는 조금씩 윗부분이 넓어지며, 단면은 말각장방형이다. 길이는 7.3cm, 윗
모서리 폭 3.8cm, 아랫 모서리 폭 2.55cm, 두께는 1.3~1.9cm이다. 柄部의 윗 모
서리에 1.5×1.8cm의 횡장방형 구멍(鐙靼孔1))이 뚫어져 있다. 여기에 鐙靼(가죽끈)
을 장착하고 안장에 연결하였던 것이다. 柄部 윗 가장자리 및 鐙靼孔의 안 가장자
리 윗부분은 현저하게 마모되어 있다. 이것은 鐙靼가 묶여져 있던 흔적으로, 장기간
걸쳐 사용되었던 것을 말한다. 鐙靼孔과 輪部의 마멸흔으로 보아 말을 타는 사람의
오른쪽 발이 놓였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표면은 세밀하게 조정되어 있으며, 輪部
를 정교하게 깎아 단면을 사다리꼴로 하여 가볍게 하고, 또한 무게가 실리는 것을
고려하여, 柄部의 基部는 두껍게 하는 등 실용품으로서 적합하게 제작되었다. 그리
고 鐙靼孔의 조금 아래에는 직경 0.3cm, 깊이 0.3cm의 절구형 단면의 구멍을 뚫어
져 있었다. 이것은 앞면을 나타내는 표시로 생각된다. 재질은 떡갈나무(북가시나무
아屬)으로 재목의 마름질은 柾目2)이다. 나머지 1점(도면３-2)은 柄部가 파손되어
있으며, 잔존 높이는 13.3cm이다. 輪部의 평면은 타원형으로, 내경 세로 8.1cm, 가
로 9.7cm이며, 단면은 말각장방형이다. 폭은 2.3~2.6cm, 두께1.8~2.2cm이다. 도
면 ３-1에 비교하면 형태가 세련되지 않고, 정형은 다소 거칠다. 재질은 떡갈나무

(북가시나무아屬)로 재목의 마름질은 柾目이다. 한편, 공반되는 스에키(須恵器)는 Ⅰ
형식 2~5단계(ＴＫ216~ＴＫ47) 이다.

1) (譯者註) 등자를 매달기 위한 끈이 통하는 구멍.
2) (譯者註) 나이테가 수직으로 생긴 목판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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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ㆍ의의＞
① 도면 3-1의 柄部는 짧으며, 輪部의 안이 타원형이며 輪部의 단면이 사다리꼴을
이루고

있는 점에서 제작방법은 다르지만, 그 형태는 시가현 신가이고분(滋賀県

新開古墳)에서 출토된 木心鐵板張輪鐙에 가깝다. 心材는 모두 목제이지만 제작법이
다르고, 木心鐵板張輪鐙은 나무를 휘어서 輪의 형태로 만들고 나무의 양끝을 버스
손잡이 형태로 늘어뜨려 구부려 만들고, 손잡이 형태의 아래 부분의 공간에는 삼각
형의 나무를 끼워서 조정하고, 철판으로 일부 또는 전체를 덮고 못으로 고정시킨
것이다.
② 도면 3-1의 표면은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고, 輪部를 깍아 단면을 사다리꼴로 하
여 무게를 가볍게 하고, 중량이 실리는 것을 고려하여, 柄部의 基部나 踏受部를 두
껍게 하여, 실용품으로서 정밀하게 세공하였다. 한편 도면 3-2는 3-1과 달리 비교
적 거칠게 제작돈 것으로 보아 제작기술의 평준화가 그다지 진행되지 않았음을 추
정해 볼 수 있다.
③ 柄部上端, 鐙靼孔 안 가장자리, 輪部의 한쪽 가장자리의 마멸흔이 있어 도면
3-1이 실제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輪部의 상부의 안쪽 기울기를 볼
때, 말을 타는 사람의 오른쪽 발을 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④ 고분시대 후기(６세기 중경)까지 고분에서 출토되는 마구류 중에서, 鐙이 파손되
어진 사례가 많다. 이러한 사실에서, 고분의 부장품을 포함하여 5세기〜６세기에는
많은 목제 輪鐙（刳り貫き)이 사용되었던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類例＞（도면 ４~７）
７）
ㆍ미야기현 센다이시 후지타 신타유적(宮城県 仙台市 藤田 新田遺跡, ５세기）
⇒ 총길이 31.9㎝, 왼쪽 등자（도면 ４）

ㆍ시가현 나가하마시 신쿠지유적(滋賀県 長浜市 神宮寺遺跡, ５세기 말〜６세기 후
반）
⇒ 잔존길이 5.0㎝（도면 ５）
ㆍ하시하카(箸墓)의 周溝 SX−1001（４세기 초-布留１式）⇒ 잔존길이 16.3㎝（도
면 ６）

ㆍ네야가와시 사라군 죠리유적(寝屋川市 讃良郡 条里遺跡, ５세기)（도면 ７）

2. 재갈（도면 ８）
E 조사구역의 대형 구 E090001의 중간층에서 출토되었다. 재갈과 引手가 遊環
을 통해 연결되고, 銜外環에 녹각제 鑣가 삽입되어 있고, 표에 立聞金具가 장착된
상태로 출토된 지극히 드문 사례이다. 재갈과 引手가 遊環을 통해 연결된 것은 백
제 및 가야의 영향으로 보이는 특징이다. 그리고 형태가 한국 청주 신봉동 72호분
(차용걸ㆍ조상기ㆍ어오숙 1995)에서 출토된 재갈과 유사한 점에서 한반도 남서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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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이입품(移入品)내지는 이입품을 모방하여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
나 백제에서 2條를 꼬는 재갈과 遊環의 조합예는 보이지 않는 점과 銜外環보다 큰

遊環과 짧은 一条線 引手 등의 특징으로 보아 이입품을 모방했다는 견해가 있다.(諫
早 2008) 또한 공반된 스에키는 Ⅰ형식 2~4단계(ＴＫ216~ＴＫ23)로 조사담당자
는 5세기 전반경으로 상정하였다.

3. 안장（도면９）
Ｆ조사구의 대형 구 F의 중간층 a에서 출토되었다. 後輪이라고 불리는 등받이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안팎으로 흑칠이 되어있다. 현재 남아있는 폭은 46.5cm, 높이
27cm, 최대 두께는 4.5cm로, 칠엽수(トチノキ, 일본 원산의 낙엽교목)의 가지가 벌
어진 부분이나 기둥에서 가지사이와 같이 만곡된 부분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재
목의 마름질은 柾目이다. 또한 공반된 스에키는 Ⅰ형식 3단계(ＴＫ208)이다. 지금
까지 일본 내에서 목제안장의 출토예는 19개의 유적에서 23건의 사례가 보고되어
있다.(表 １)
이상, 동일 유구에서 실용적인 마구세트가 출토된 것은 취락유적에서 사용되어진
말 장신구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Ⅲ. 말
1. 뼈로 본 말의 출현
１）고분시대 이전의 말(죠몽, 야요이, 고분시대 전기)
ㆍ키타큐슈시 아사유키유적(北九州市 長行遺跡,

죠몽 晩期의 토갱, 馬骨)

ㆍ나가사키현 오하마유적(長崎県 大浜遺跡, 야요이시대 후기(A.D.40年)

馬歯）

ㆍ야마나시현 시오베유적ㆍ히가시야마키타유적(山梨県 塩部遺跡ㆍ東山北遺跡,

4세

기 후반 주구묘의 구에서 馬齒)

ㆍ오사카시 카메이유적(大阪市 亀井遺跡, 고분시대 전기

布留Ⅱ式土器）말 右上顎

前臼歯

２）고분시대 중기 이후
마구 연구성과에 의하면 4세기 말~5세기경 시작으로 고분의 부장품으로서 나타
나며, 기마용 마구의 등장과 함께 말 자체도 반입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구의 출토, 기마의 보급과 말 사육이 행해진 것을 의미한다.
→마구가 보급되는 것은 5세기 중반 말에 말 사육에 성공함으로써 널리 보급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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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낸다.
→마형 하니와 오사카부 후지이데라시 노나카미야야마고분(大阪府 藤井寺市 野中宮

山 古墳), 효고현 아코우시 아리나시야마 1호분(兵庫県 赤穂市 蟻無山), 후쿠오카현
타가와시 네코사코 1호분(福岡県 田川市 猫迫)의 예로 볼 때, 5세기 전반에는 등장
한 것으로 보인다.

2. 유적에서 출토된 말의 크기
1991년(西中川, 1991)까지 말은 475개소의 유적(죠몽~근세)에서 출토되었다. 말
의 체고는 109~139㎝로, 평균 126.39cm이다. 또한, 2005년 즈음까지 오사카부에
서 120개소의 유적, 339건이 보고되어 있다.(積山ㆍ別所ㆍ宮崎

2005)

※참고로 중국 진시황제의 병마용 陶馬의 체고는 133cm.

3. 말의 출토상황
1) 고분(희생마ㆍ순장마)
ㆍ고분 內
- 순장시설 내, 매장시설 바로 위쪽부근, 분구성토ㆍ적석 내, 분구축조 당시 면
ㆍ고분 外
- 분구 기슭의 토광 내, 고분 주변의 토광 내, 고분의 주구 내, 고분의 주구 내
토광

2) 취락역
ㆍ식료의 잔재로서 구, 토갱에서 출토
ㆍ제사의례로서 구, 토갱, 우물, 주혈에서 출토
ㆍ매장

3) 생산역（水田）
ㆍ논밭의 두렁 내, 두렁 내에 근접한 수구, 坪境溝에서 출토

4. 시토미야키타유적의 말
１）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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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개, 사슴, 멧돼지, 쿠마네즈미(곰쥐?)또는 도브네즈미(시궁쥐?), 쥐, 소, 족제비
科, 너구리, 개科 등 포유류 외 조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패류 등의 동물유존체
가 약 1400점이 출토되었다.(安部 2010) 포유류는 약 1000점으로, 그 중 동정된
것은 475점.(말은 254점으로 절반이상 차지한다) 출토유구는 말 매장갱(토갱 A940
ㆍA1345ㆍA1483), 말 매납토갱(A655), 토갱, 우물, 대형 구, 구획溝(A950), 구,
피트로, 주로 A조사구역(남서 거주역)에서 출토되었다.
최소 개체수에 대해서는 5세기에는 15개체, ５~６세기는 9개체, ６세기는 6개체
로, 시기가 내려갈수록 감소한다.

２）취락역에서 발견된 말 매장토갱
토갱 A940（도면 10）
Ａ조사구역의 중앙부, 구획구 서쪽에 접해서 검출되어, 남북 2m, 동서 1.5m, 깊
이 0.3m의 말 매장토갱이다. 토갱 내에서 말의 전신 뼈가 출토되었다. 馬骨은 머리
를 북쪽으로 놓았으며, 우측을 위로한 전신골로, 머리를 토갱벽에 닿게 하였고, 앞
다리는 펴진 상태, 뒷다리는 접힌 상태로 출토되었다. 연령은 5~6세. 체고는 약
127cm로 일본 재래말인 御崎馬(체고 124~130㎝)의 작은 급에 해당되는 체격이다.
성별은 머리 선단부 및 골반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불명이다. 고분시대 중기의
말 매장갱은 몇몇 알려져 있지만 골격의 일부가 출토되었을 뿐이고, 토갱의 크기나
뼈의 위치관계로부터 말 그 자체를 매장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이번의 사례는 극희 드문 자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말의 크기(체고)는 일부분의 뼈 길이에서 추정하였으나, 토갱 A940
출토 말은 전신골격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시 말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그리고 보고되어진 고분시대의 말 매장토갱은 고분에 수반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취락역에서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비슷한 御崎馬의 체고로 비교하면, 臼
齒列(어금니열) 길이가 큰 것이 특징으로, 머리가 큰 말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토갱 A1345（도면 11）
A조사구역의 남쪽 중앙부에 위치한다. 앞에 기술한 토갱 940에서 남쪽으로 약
3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남북 1.8m, 동서 1m, 깊이 0.4m의 말 토갱이다. 토갱
내에서 말의 상하악골이 출토되었다. 상하악 臼齒列이 토갱의 벽에 붙어있는 상태
로, 출토상황은 토갱 940과 동일한 양상이며, 토갱의 小口部에 머리가 위치하는 점
과 다른 뼈는 출토되지 않았지만, 토갱매납토에 인(P) 성분이 다량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본래 전신이 매장되어졌던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齒冠高를 통해 연령은
3~4세로 추정되며, 오른쪽 하악 第3後臼齒의 최후방의 咬頭는 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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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갱 A1483
구획구 A950의 테라스, A조사구역 북서쪽에서 검출되었다. 장축 2.0m, 단축
1.7m의 약 반원형의 평면을 가진 토갱으로 깊이는 0.3m이다. 매납토에서 말의 두
개골, 좌우하악골이 출토되었으나, 어금니만 잔존해 있었다. 잔존하고 있던 상하악
臼齒 중 前臼齒는 나지 않은 상태로, 乳臼齒의 하부에서 발육하고 있는 모습을 보
이며, 제1ㆍ2後臼齒는 나기 시작한 상태이고, 제3後臼齒는 나지 않았다. 臼齒의 崩
出 상태로 보면 연령은 2~3세로 추정된다. 이번의 사례는 乳臼齒가 유존하고 있기
때문에 집락 내에서 어린 말을 사육했었던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되
었다.

３）집락에서 발견된 말 매납토갱
토갱 655（도면 12）
A조사구 남쪽 중앙부, 토갱 1345의 동쪽으로 11m 떨어진 곳에 입지한 토갱이
다. 장축이 0.8m, 단축이 0.6m, 깊이 0.2m로 장방형의 평면을 띈다. 매납토에서 말
의 상하악골이 출토되었다. 마골은 상하악골이 가로로 누워진 상태에서 출토되어
토갱 내 한쪽 편에 치우쳐 있었다. 출토상황에서 머리와 목의 일부를 매납한 것으
로 생각되어지며, 제사적 성격의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은 4~5세 정도로 추정된다.
주목되는 점은 제2前臼齒의 齒冠部 앞쪽 중앙이 조금 패인 것이 확인되었다. 이 흔
적이 재갈과 접하는 위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재갈을 사용한 흔적이라고 생각
된다. 늦어도 이 연령에는 집락 내에서 승마를 목적으로 조련을 실시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좋은 예이다.

４）제염토기
말의 출토예가 증가하는 5세기 전~중반(Ⅰ형식２~３단계, ＴＫ216~208)에는 높
이 7cm, 무게 50g 정도의 컵형 제염토기가 출현하고, Ⅰ형식 4~5계(ＴＫ23~47)
에 급증한다. 그중에서도 토갱 A1135, 한 유구에서 최다의 제염토기가 출토되었다.
하층에서부터 다량의 스에키, 하지키와 함께 鳥足文타날이 보이는 도질토기와 활석
제의 双孔円板 2점ㆍ臼玉 88점, 砥石 그리고 이동식 부뚜막, U자형 판상토제품과
함께, 소토ㆍ목탄층ㆍ재층이 섞여 많은 수의 제염토기 약 82kg, 개체수는 1641개
체로 추정될 정도의 자료가 동시에 출토되었다.(도면 13)
제염토기는 가열 등, 사용에 의해서 표면의 마모가 심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또, 파편으로 출토되었으나 완형으로 복원되는 것이 많다. 이것은 파손되어
버린 것보다는 의도적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말 사육에 소금이 필요한 것은 8세기의 사료이지만, 官牧의 관리ㆍ운영, 말 사육

방법 등을 규정한『養老律令』「厩牧令」에 기록되어 있으며, 실제로 출토된 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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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유적과 비교해보면 훨씬 많아 목장으로의 사용을 추정하게 해 준다.

５）한반도와 깊은 연결을 보이는 토기ㆍ토제품
「鳥足文 타날토기」,「直線文 타날토기」를 포함한 도질토기, 한식계토기(경질,
연질), U자형 판상토제품, 이동식 부뚜막
(1) 도질토기, 한식계(경질ㆍ연질)토기

백제계(영산강유역)의 蓋ㆍ瓶ㆍ甕, 백제계(진천지역)의 甕, 백제계 鉢, 소가야계

(고성지역)의壺ㆍ坏身(도면 14ㆍ15), 그리고 平行ㆍ正格子ㆍ斜格子ㆍ縄席ㆍ直線文
ㆍ鳥足文 타날이 시문된 한식계토기(도면 16ㆍ17) 등이 출토되었다.
＜특수한 타날문 2종＞
鳥足文 타날-일반적인 평행 타날에, 새 다리형태를 타날판에 조각해 넣은 것으
로, 한국에서는「鳥足垂直集線文」이라고 부르고 있다.(도면 16-10ㆍ18)
직선문 타날문-일반적인 평행 타날에 거의 직각으로 한 개의 직선을 타날판에 조

각해 넣은 것으로 한국에서는「單線横走垂直集線文」이라고 부르고 있다.(도면
16-12ㆍ20) 이런 종류의 타날문을 가진 토기는 한반도 남서부 즉, 백제 중심지역
이나 영산강유역과 관계를 가지는 한식계토기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덧붙여 직
선문 타날은 大阪府 南部에 있는 陶邑窯跡群(TK73、TK85호 窯蹟)에서 발견되고
있어 「Ｕ자형 판상토제품」과 함께 일본열도에 스에키 제작을 전한 사람들의 故地
(가마의 조업자 출신)를 나타내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宮崎 2006）
(2) U자형 판상토제품（아궁이 테두리장식）
＜명칭＞
Ｕ자형 판상토제품은 만들어서 부뚜막 등의 아궁이 앞에 세우고, 그것을 보호ㆍ
장식하기위한 토제품으로, 형태에서「U자형 토제품」, 용도에서「부뚜막 아궁이틀

(竃焚口枠)」(서현주 2003),「부착식의 아궁이 부속품」(田中清美 2003),「부뚜막
테두리장식(竃枠装飾)」(권오영ㆍ이형원 2006)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출토예＞
일본 내에서는 오사카부(大阪府) 11유적, 나라현(奈良県) 1유적. 이바라기시 미조
쿠이유적(茨木市 溝咋遺跡) 사카이시(堺市) ＯＮ231호 요지, 사카이시 오바데라유적

(堺市 大庭寺遺跡), 네야가와시 사라군 죠리유적(寝屋川市 讃良郡 条里遺跡) 쵸우보

지유적(長保寺遺跡), 네야가와시 타카미야하초유적(寝屋川市 高宮八丁遺跡), 시죠나

와테시 시토미야키타유적(四條畷市 蔀屋北遺跡), 야오시 코사카이유적(八尾市 小阪

合遺跡), 야오시 야오미나미유적(八尾市 八尾南遺跡), 야오시 이케시마ㆍ후쿠만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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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八尾市 池島ㆍ福万寺遺跡), 이찌스카고분군내(一須賀古墳群内), 나라현 텐리시 나
카쵸니시유적(奈良県 天理市 中町西遺跡).
＜유구의 종류＞
한국 : 요(가마), 주거지, 폐기장, 고분의 봉토나 주구
일본 : 포함층, 하천, 요(가마), 토갱, 구
＜용도와 계보＞
종래,「용도불명의 이코마서록산(生駒西麓産)의 토제품」(西口 1991), 「용도불명

판상토제품」이라고 불렸으며, 국내에서는 네야가와시역(寝屋川市域)에서만 출토예
가 보고되었고, 약 20점의 파편이 확인되었다. 용도에 대해서는 부뚜막과 관계있는
도구(조립식의 이동식 부뚜막ㆍ붙박이 부뚜막의 아궁이, 또는 걸이 등의 부속품)라
고 생각되고 있다.(濱田 1993)
1996년 한국 전라남도 광주시의 월전동유적(임영진, 조진선, 서현주

1996)에서

지상건물(굴립주건물)에 부수적인 구 등에서 출토된 것으로, 한식계토기와 동일한
양상으로 한국에서 계보가 구해지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나 전체 형태를 알 수 있
는 자료가 없는 상태로, 용도도 추정하기 어렵다.(濱田 2001)
이후, 2000년 시토미야키타유적에서 전체 모습이 처음으로 출토되었고, 성형ㆍ제
작공정에 대해서는 점토덩어리를 작업대 위에 놓고, 평면 U자형의 판을 만들고, 안
팎으로 돌대를 돌려 붙이고 소성 전(건조단계)에 나누어 소성한다는 것이 밝혀졌
다.(도면 18) 또한, 대량의 제염토기, 스에키, 하지키와 함께 출토된 천정부에「평탄
부를 가진 이동식 부뚜막」(도면 17의 아래)의 아궁이의 가장자리부분(돌대가 붙어
져 있다)의 형태와 같게 만들고 있는 것 등에서 부뚜막의 아궁이를 보호ㆍ장식하기
위한 토제품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 「U자형 판상토제품」이라고 불렀다.(宮
崎 2002)
이어서 한국 풍납토성 9호 주거지 내에서 부뚜막 전면에 서 있는 상태로 출토되
어 그 용도가 일부 밝혀졌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시토미야키타유적에서는 100편 이상의 출토예가 확인되었다. 크기도 80~110cm
로 여러 타입의 크기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옥내의 붙박이 부뚜막에 한정하지
않고, 屋 내외에 관계없이 난방시설 등의 아궁이에도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

여 「아궁이 테두리장식(焚口縁飾)」이라고 호칭하고 있다.(宮崎 2006) 이후, 시토
미야키타유적에서는 621편(290개체로, 최소개체수는 16~19)이 출토되었으며, 크기
도 폭 80~114cm로 다양성이 보인다. 돌대의 유무 등으로 7개의 타입으로 분류되
며 상세한 분석이 행해졌다.(藤田 2010) 그렇지만 수혈주거에서 처음으로 U자형
판상토제품이 사용된 상태로 발견된 예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일하게 오사카부 히
가시오사카시(大阪府

東大阪市)의

이케시마ㆍ후쿠만지유적(池島ㆍ福万寺遺跡)에서

토제품의 재정리의 결과, 사용된 상태로 출토되었음이 밝혀졌다.(畑 2008)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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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박이 부뚜막을 내부에 가진 건물 30의 부뚜막 하나에서 U자형 토제품(도면 19)
이 출토되었다. 시기는 6세기 전~중반으로, 수혈이지만 서쪽으로 주혈군을 설치한
반쪽(片) 지붕을 가진 건물이라고 보고되어 있다.(畑ㆍ井上 2002)
이러한 토제품은 한국 내에서는 남부에 분포(도면 20)하고 있다.(서현주 2003,
田中 2003, 濱田 2004, 권오영 2005, 권오영ㆍ이형원 2006)
(3) 이동식 부뚜막
이동식 부뚜막은 앞에서 설명한 U자형 판상토제품 그리고 羽釜(걸어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솥) 함께 시토미야키타유적에서는 5세기 중~후반경(TK203~TK23)에
출현한다. 도질토기, 한식계토기(壺ㆍ甑ㆍ平底鉢)보다 後出한다. 그리고 컵형 제염토
기의 최성기와 중복되는 점에서 「이동식 부뚜막」,「U자형 판상토제품」,「羽釜」,
「컵형 제염토키」는 그 출현 배경에서 어떠한 관련성이 상정된다. 마침 말의 이빨,
뼈의 출토량이 많은 단계이기도 하고, 말의 사육에 관해서 새로이 외부로부터 사람
이 유입되었다고 생각된다.
도면 17의 아래는 토갱 A1135의 아래층에서 출토된 이동식 부뚜막이다. 평저의
시루를 거꾸로 세운 형태를 띠며 수평의 천정부를 가진다. 걸이 부분은 직경
21.9×22cm의 원형이다. 천정부 폭은 28.9×29cm, 기부 폭 43.3cm, 높이 32cm이
다. 동체부 상위에 1對의 角狀 파수가 아래로 향해서 부착되어 있다. 걸이 부분은
천정부에서 굴곡되어 있고, 약 3.6cm 폭의 평탄면을 만들고 있으며, 단부는 깍기조
정하여 샤프한 면을 만들었다. 아궁이의 차양부분은 상부가 약간 위쪽으로 벌어진
「付庇」이다. 아궁이의 상부에서 연결되는 차양은, 기저부로 향하면서 벌어지는 정
도가 약해진다. 차양의 높이는 선단부가 일부 결손 되었지만, 걸이부분의 높이(천정
부)를 상회하지 않는 타입이다. 차양의 상면ㆍ좌우 측면에는 제작~건조시의 버팀목
으로서 사용한 식물줄기의 흔적이라고 생각되는 竹管文狀의 자국이 확인되었다. 그
평면 및 단면의 형태가 일정하지 않지만 선단부가 부드러운(식물질?) 棒狀의 것을
사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궁이는 폭 36.4cm, 높이 25.3cm이며, 입면 형태는
어깨가 둥근 사다리꼴이다. 아궁이의 양측은 단부를 내외로 두껍게 하여 폭이 넓은
면을 가진다.
아궁이의 뒷면에는 직경 3.2×3.4cm의 원형의「배연공(煙出孔)」을 뚫었다. 아궁
이의 裾部(아래 부분) 양쪽에는 支脚 형태의 낮은 소돌기를 붙여 아래쪽이 약간 빈
곳이 된다. 뒷면은 결손되었기 때문에 소돌기의 유무는 불명이다. 체부 외면에는 종
방향의 평행 타날문, 내면에는 물손질 조정을 하였다. 태토에는 운모ㆍ각섬석(角閃
石)이 다량 포함되어 암회갈색을 띤다. 이른바 「이코마서록산(生駒西麓産)」이라
불리는 것이다.
파수의 아래 부분에는 차양의 상면ㆍ좌우측면에서 관찰되어진 것처럼, 竹管文狀
의 스탬프흔이 각 한 개소에서 확인되었다. 배연공ㆍ내면의 상부에는 그을음이 부
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붉게 변한 부분이 천정부 내면과 體部 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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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절반, 아궁이 주변에서 확인되었다. 배연공 내ㆍ외면에 시문되어진 깍기조정은
거꾸로 세워 성형할 때 생긴 밀려 나온 점토를 정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마
부뚜막 제작방법은, 파수 부착방법이나 차양부를 支持한 흔적(竹管文狀의 스탬프)으
로 보아, 평저의 시루와 같은 그릇을 거꾸로 세워, 아궁이ㆍ연기구멍을 뚫어서 제작
한 것으로 생각된다.
수평한 천정부를 가진 이동식 부뚜막은 지금까지 시토미야키타유적, 네야가와시

사라군 죠리유적(寝屋川市 讃良郡 条里遺跡), 초우보시(長保寺遺蹟, 浜田 1993)에서
만 확인되고 있다.

６）골각제품
골각제품은 사슴뼈 가공품을 포함하여 25점으로, 녹각제 도검장신구 4점, 녹각제
도자병 4점, 골각제 관옥 2점, 유공골각제품(有孔骨角製品) 3점, 복골 3점, 녹각제
가공품 9점이다. 대부분 대형 구에서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녹각제 도검장신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집락에서 출토되지 않으며,
특히 柄頭는 고분의 부장품으로만 알려져 있는 자료이다.
일반적으로 도검장신구는 병부 장신구(柄裝具) 칼집 장신구(鞘装具)로 크게 구분

되고, 병부 장신구는 柄頭(칼자루의 머리)ㆍ柄間(칼자루사이), 柄縁(칼자루 끝), 칼집
장신구는 鞘口ㆍ鞘間(칼집사이), 鞘尾(칼집끝）장구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녹각제의

도검장구는 柄頭、柄縁、鞘口、鞘尾가 있다.

코바야시유키오(小林行雄)씨, 오키타마사아키(置田雅昭)씨의 연구성과(小林 976,
置田 1985)에 따르면, 도검을 왼쪽으로 패용하는 것을 전제로 각 부분을 頭(頭端),
尾, 背, 腹, 佩表(앞에 차는 것), 佩裏(뒤에 차는 것)이라고 부른다.(도면 25) 「佩
表、佩裏」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금번 조사에서는 柄頭葬具(이하, 葬具를 생략) 2점(도면 23ㆍ24), 병(柄頭＋柄間)
1점(도면 25), 鞘尾 1점(도면 26)이 출토되었다. 柄頭는 내부를 관통하는 「원통형
타입」과 관통하지 않는 「원주형 타입」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원통형 타입」
은 頭 側面에서 원형, 尾 側面에서 방형의 관통공을 뚫고 있다. 「원주형 타입」은
頭 側面의 중앙을 반구상태로 조각해 오목한 尾 側面으로 방형의 구멍을 뚫고 있
다. 尾 側面의 孔ㆍ穴은 모두 柄(柄間)을 삽입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오키타마사아키
(置田雅昭)씨의 목제병(把) 장구 AⅠ類의 柄頭(置田 1985)는 「원주형 타입」을 모
방한 것이다.
양 타입의 頭 端部는 기본적으로 평탄하게 만들고, 중앙은 약간 腹 側面에 접하
게 돌대를 만들어 내, 돌대의 하단에 段을 만들었다. 돌대 또는 단과 직교하는 형태
로, 상하 두 방향에서부터 홈(溝)을 새기고 있다. 돌대가 흔적상 능으로 존재하는
것, 또는 만들어 내지 않는 예도 있다. 다음으로, 外周面에 직호문(直弧文)을 장식한
것, 아무런 문양을 시문하지 않고 녹각 본래의 자연면을 남긴 것도 있다. 또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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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권용(護拳用)의 벨트(勾金)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潛孔)을 만든 경우도 있다. 도
면 23ㆍ24는 원통형 타입, 도면 25는 원주형 타입에 해당한다.
도면 23은 F조사구의 대형 구 F 中層 b에서 출토하였다. 제1叉와 제2叉 사이의
각간(角幹)(도면 22)을 약간 기울게 잘라, 管狀으로 정리하였다. 비스듬하게 잘라서
柄의 삽입혈에

柄(柄間装具)을 장착하면, 頭端을 쳐든 모습으로 복원된다. 길이

38.77mm, 최대경

32.71mm의 원통형으로 양단부는 민무늬로 마연되어 측면관은

평행사변형을 띠고 있다. 벨트(勾金)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멍(潛孔)을 통과한 끈도
잔존하는 등 보존상태는 아주 양호하다. 頭 端面의 중앙에 직경 15.89×14.95mm의
원형 구멍을 뚫고, 상하 양방향에서 홈(溝)을 새기고 있다. 腹側 아래 부분 가까이
에 段을 만들고 있으나, 돌대는 만들지 않았다. 원형의 구멍주변, 홈(溝)에 적색안료
가 부착되어 있다. 형광X선 분석결과, 적색안료는 수은주(辰砂)에 의한 것으로 판정
되었다.
外周面에는 직호문 등의 문양은 없고, 녹각자체의 자연면 그 자체로 일절 가공하
지 않았지만, 頭端의 孔의 주변이나 홈(溝)이 확인되는 것처럼, 수은주를 도포하고
있다. 측면의 다소 尾側에 접해 있는 一對의 潛孔을 뚫었으며 내부에 끈이 남아있
다. 潛孔은 대체로 원형이며 직경은 3.45~5.43mm로, 끈(덩굴상태의 섬유?)은 굵기
3.15~3.55mm이다. 尾 側面으로 뚫어진 柄의 삽입공은 직경 17.15×17.45mm의
말각방형이고, 柄이 삽입되는 길이는 1.15cm로, 그 부분에는 접착제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흑색물질이 부착되어 있다. 구멍(穴)의 주변에는 柄이 삽입되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약간의 광택을 띤 마멸흔이 명료하게 관찰되고, 실제로 柄이 柄頭
삽입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다.
도면 24는 E조사구의 대형 구 E090001의 中層에서 출토되었다. 도면 23을 한층
크게한 타입으로, 길이 41.52mm, 최대직경 36.11mm이다. 뿔의 표면은 일부 박리
되고, 전체적으로균열이 진행되어 보존상태가 나쁘다. 頭端面의 중앙으로 직경
16.45mm의 원형공이 뚫여있으며 상하 양 방향에서부터 홈(溝)를 새겨 腹側 아래쪽
가까이 단을 만들었다. 돌대의 유무는 표면의 균열에 의해 분명하지 않지만, 희미하
게 보인다. 이 때문에 돌대가 아닌, 稜일 가능성도 고려해 두고자 한다. 外周面에는
직호문 등의 문양은 없고 녹각자체의 자연면 그 자체로 일부에 朱의 부착이 관찰된
다. 도면 23과 동일하게 전체에 도포했을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측면(佩表)의 頭端, 尾端에 접해있는 2孔의 一對의 潜孔을 만들고 있다. 潛孔은
세로가 긴 타원형의 형태로 직경 4.03~5.21mm로 끈(덩굴상태의 섬유)은 굵기
3.39mm이다.
尾 側面에 뚫은 柄 삽입공은 폭 19.96mm, 두께 14.99mm의 장방형을 띠고 柄이
삽입된 길이는 1.9~2.0cm로 그 부분에는 접착제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지
는 흑색물질의 흔적이 일부 확인된다. 구멍(穴)의 주변에는 柄이 삽입되었던 것을
나타내는 약간 광택을 띤 마연흔이 관찰되었으며 실제로 柄이 柄頭에 삽입되었던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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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도면 23ㆍ24는 내부가 관통된 원통형 타입으로, 돌대를 돌리지 않고
外周面에 녹각 본래의 자연면을 남기고, 潛孔을 가진 점에서 토쿠시마현 에게야마

(徳島県 恵解山 ) 2호분 西棺 출토 예(末永雅雄ㆍ森浩一 1966)와 유사하다. 頭 端
部 내면과 外周面에 도포된 朱는 매년 새로나 바뀌는 녹각의 생명력과 같이 자루의
끝에 특별한 의미를 불어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柄(도면 25)은 H지구의 대형 구 H11의 5층 아래에서 출토되었다. 右角의 제 1ㆍ
2叉 사이의 角幹를 약간 기울게 잘라서 柄頭과 柄間를 함께 만들었다. 柄間은 일부

파손되었으며 잔존길이는 91.65mm이다. 柄間은 57.06mm 정도 남아있으며, 背面
은 목제품으로 보이는 莖部가 탈락된 홈(溝)는 확인되지 않고 약 1cm의 평탄면을
만들었다. 중앙의 단면형은 상부를 재단한 듯한 방추형으로, 직경 16.14×21.11mm
이며, 양단부로 갈수록 점차 넓어진다. 柄頭는 圓柱形 타입으로, 길이 34.46mm, 폭
31.28mm, 두께 32.89mm이다. 柄頭 끝부분

중앙에는 직경 약 2cm의 원형의 홈

(깊이 0.6mm 전후)을 넣어 원형의 홈 下半部에 흔적이기는 하나 삼각형의 능선이
보인다. 柄頭의 外周 및 柄間의 뒤쪽 측면에는 녹각 본래의 자연면을 남겨두었다.
頭 端面의 원형 홈이 얕은 점, 상하 두 방향에서의 홈(溝)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제
외하면, 목제품이지만 나라현 텐리시 후루유적(奈良県 天理市 布留遺跡)의 출토예
(山内 1995)와 대단히 유사하다. 본 예는, 4세기 중경에서 후반에 걸친 층에서 출
토하고 있어 柄頭의 원주형 타입의 조형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형식적으로 원주형
타입에서 원통형 타입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생각된다.
도면 26은 鞘尾로, E 조사구의 대형 구 090001의 中層에서 출토하였다. 제 2叉
의 부분을 세로로 길게 이용하고 있다.

단면형은 편평한 육각형으로,

길이

38.84mm, 폭 76.07mm, 두께 26.28mm이다. 頭側面, 尾端面, 腹面은 평활하게 자
르고 있으나, 腹面의 중앙부근은 제 2叉의 형태를 잘 남기고 있다. 外周面에는 타
유적의 예에서는 직호문을 시문하고 있지만, 본 예는 직호문을 새기지 않고 간단한
線刻이 佩表의 상위와 하위, 佩裏의 하위에 새겨져 있을 뿐, 녹각 본래 자연면을 다
소 남기고 있다. 頭 側面에는 鞘木를 삽입하기 위한 직경 21.44×9.68mm, 깊이
20.39mm의 장방형의 구멍을 뚫었다.
녹각제 鞘尾의 집락지에서 출토된 예는 나라현 텐리시 후루유적(山内 1995), 네

야가와시 사라군 죠리유적(奥村編 2008)에 이어 세 번째이다.

７）철제품
보존상황이 좋아 철제품의 잔존상태는 약간의 녹이 부착되어 있을 뿐 아주 양호
하다. 直刃鎌, 曲刃鎌, 鑿, 轡, 刀子, 鏃, 釣針 등이 출토되었다.(도면 28) 특히「曲
柄刀子」는 조각된 문양도 선명하고, 날은 마연하면 지금이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런 종류의 도자는「異形刀子」(内田 1990),「굽어진 도자」(岡山
県 古代吉備文化財センター 1997)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시기는 4세기에서 6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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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엽으로 보이며, 한국에서 조형을 구하는 견해가 있다.
曲柄刀子(도면 29)는 날부분과 손잡이가 함께 만들어 졌으며, 전체 길이 16.3cm,
날 길이 5.8cm, 날 최대 폭은 0.292cm이다. 손잡이가 위쪽으로 굴곡지는 형태에서
녹각도자를 모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손잡이부의 단면은 장방형을 띄고, 柄의
시작부분은 폭 0.463cm, 두께 0.933cm, 柄頭는 폭 0.747cm, 두께 1.147cm로 柄
頭쪽으로 갈수록 폭과 두께가 늘어난다. 柄部의 좌우 바깥면에는, 틀을 만든 구획
내에 끌(鏨)과 같은 공구에 의해 稜杉 형태로 문양을 새겨 넣었다. 동일한 예로는,

문양의 유무는 불명이나, 네야가와시 사라군 죠리유적(奥村編 2008), 후쿠오카현
아마기시

이케노우에(福岡県

甘木市

池の上)분묘군

D-3호ㆍD-5호(橋口達也編

1979)에서도 보인다. 그리고 柄部의 아래쪽, 刃部의 칼등에는 끌과 같은 공구로
「X」마크가 새겨져 있다. 칼등에「X」마크를 새긴 예는 오사카시 우리야리유적(大
阪市 瓜破遺跡, 池田 2002)에 이어 두 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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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동물학
- 동물유존체로 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 -

安部みき子(大阪市立大學院 醫學硏究科)
(飜譯 : 崔景圭)

Ⅰ. 동물뼈를 同定하는 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1. 고환경의 복원
선사시대의 인류유적은 유적주변의 환경과의 관계가 깊다.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
물유존체 중에서 특히 수렵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은 그 생식환경의 변천을 반영하고
았는 경우가 많다.
奈良縣 田原本町에 위치하는 카라코카기유적(唐古ㆍ鍵遺蹟)은 일본을 대표하는
야요이시대의 유적이다. 이 유적 집락의 盛衰와 야생의 작은 동물의 출토종이나 최
소개체수의 변천과 상관성이 있다.(安部 2002, 도면 1,2) 고환경을 가장 잘 반영하
는 것은 쥐류로(도면 3) 집락이 형성되기 시작한 야요이시대 전기는 야생 쥐의 출
토수가 적고, 밭이나 강가의 모래밭 등의 초원적인 환경을 좋아하는 하타네즈미(밭
에사는 쥐?)가 출토되고 있다. 그러나 집락의 최성기인 중기 중반이 되면 森林性의
아카네즈미(빨간 쥐?)로 변하고, 출토수도 많아진다. 이것은 환경이 발달하면서 환
호 사이의 둑에 수목을 식림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개구리도 같은
경향이 있으며(도면 4), 유적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수렵활동이나 생활양식과의 관계
수렵된 사슴이나 멧돼지는 식료로서만 아니라 골각기의 재료, 모피의 이용이나
제사에 관계되는 도구로서도 사용된다. 또한 장식품으로서 멧돼지나 이리의 견치,
어류의 척추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 사천시 늑도유적에서는 사슴, 멧돼지를 비롯해 꿩科의 뼈가 다수 출토되었
는데(도면 5), 늑도유적의 면적이나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동물은 육지에
서 가지고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꿩科는 가축인 닭과 판별이 곤란하지만, 암수
는 足根中足骨로 쉽게 판정할 할 수 있어(도면 6), 꿩科의 性比를 산출한 결과, 수
컷은 암컷의 약 2배 정도 출토되었다.(安部 2008, 도면 7) 이 결과로 늑도유적의
사람들은 꿩 또는 닭을 사육하고, 번식을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암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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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알을 낳거나 번식을 위해 도살되는 비율이 수컷에 비해 적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늑도와 시기가 동일한 일본의 카라코카기유적의 야요이 중기는 소형의 조
류인 참새目의 출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오리目이다. 꿩目은 3번째로 많지만,
최소개체수는 참새目의 약 1/5, 출토 총수에서도 1/3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카
라코카기유적에서는 꿩科의 사육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 유적간의 교역
야요이시대는 집락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교역이 활성화 되고, 다양한 물건이 유
통되었다. 종래, 인간의 거주역에는 생식하지 않았던 대형의 쥐가 야요이시대 중기
이후가 되면 출현한다.(도면 3) 이 대형 쥐는 도브네즈미(시궁쥐?) 또는 쿠마네즈미
(곰쥐?)로 곡물 등의 식물의 유통과 함께 생식역을 확대했다고 생각되며, 집락의 정
착화도 그 요소의 하나일 것이다.

Ⅱ. 가축화의 문제
1. 사육과 가축의 차이
ㆍ사육 : 야생종이든 가축종이든 養育하는 것이다.
ㆍ가축 : 번식이 인간의 관리하에 있는 것을 가르킨다.
현재는 말, 소, 돼지, 산양, 양, 낙타, 알파가1), 개, 고양이, 닭, 금붕어 등 대부분
이 가축으로 사육되고 있다.
☆ 현재의 돼지와 멧돼지의 형태적 차이는 돼지는 멧돼지에 비해 吻部(입술부분)의
퇴화가 보이고, 척수뼈 수가 약 4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2. 멧돼지 가축화의 문제
1) 가축화의 시기와 지역
세계에서 최초로 가축화된 것은 개(犬)로, 약 15000년 전에 동아시아에서부터라
고 한다.(Savolainen et al. 2002) 다음으로 가축화된 동물은 산양ㆍ양ㆍ소ㆍ돼지
4종이고, 돼지는 약 10000년부터 아시아와 유럽에서 다원적으로 가축화되었다.

1) 흑색 또는 백색의 털을 가진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중의 염소 비슷한 낙타과의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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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화된 멧돼지의 종류
멧돼지科는 남북아메리카대륙을 제외하고 전 대륙과 그 주변의 섬에 생식하고 다
음 4屬으로 분류되고 있다.(도면 8)
멧돼지屬(Sus), 이보멧돼지屬(Phacochoerus), 카와멧돼지屬(Potamocherus), 모
리멧돼지屬(Hylochoerus), 바비로사屬(Babyrousa)
☆ 이 가운데 가축화된 것은 멧돼지科ㆍ멧돼지屬ㆍ멧돼지 1종뿐이다.

3. 일본의 유적 출토 동물의 가축화
松井(2002)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보인다면, 가축화로 생각한다.
a. 야생종의 본래의 생식역을 벗어나서 유적에서 출토되는 경우
b. 야생종의 본래의 몸 크기와 비교해서 작아진 경우
c. 연령과 성비의 균형이 붕괴된 경우

4. 멧돼지와 야요이 돼지 차이
a. 西本(1991, 1992)는 아래의 형질의 특징을 들고 있다.(도면 9~11)
ㆍ두개골
- 돼지는 후부부가 둥글고 높아진다.
- 상악골 후부가 전방으로 길어진다.
- 頰骨弓이 약간 밖으로 벌어진다.
- 후두부가 둥글고 높아서 결국, 얼굴이 둥글게 된다.
- 吻(입술)의 폭이 넓다.
- 후두골의 패인 곳이 깊다.
ㆍ하악골
- 돼지는 하악연합부가 짧고, 下顎底와 연합부를 이루는 각도가 크다.
ㆍ제3후구치
- 돼지는 제3경구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ㆍ뼈 전체가 비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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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근년 일본에서는 미토콘드리아 DNA(이하 mDNA)를 사용해, 개나 멧돼지의 가축
의 기원을 해명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石黑 외(2005)는 현생의 아시아 및 유럽의 멧돼지와 돼지의 mDNA를 분석해, 아
시아계 멧돼지ㆍ돼지는 유럽계의 것과는 다른 群을 만든다고 기술하고 있다. 더욱
이 일본의 本州나 九州에 생식하는 일본 멧돼지는 북동아시아의 멧돼지와 가깝고,
중국 중동부ㆍ장강의 남측을 기원으로 하는 가축돼지는 일본 멧돼지의 선조집단이
아니라고 한다.(도면 12) 또한, 야요이시대의 가축돼지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죠몽 후기에서 고분시대의 5개소의 유적의 자료를 분석했다. 수집된 자료는 132개
이지만, 이 가운데 10개의 자료가 분석 가능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계의 가축돼지
가 4개 자료이고 나머지 6개 자료는 일본 멧돼지였다.(도면 13, 14) 가축돼지가 검
출된 유적은 에히메현 아가타유적(愛媛縣 阿方遺蹟, 죠몽 만기~야요이 전기)과 미
야마에가와유적(宮前川遺蹟, 야요이 후기~고분시대 전기)과 나가사키현 미야시타유
적(長崎縣 宮下遺蹟, 죠몽 후기) 3개소로 모두 해양교역의 거점이라고 생각되고 있
는 유적이다. 일본 멧돼지가 출토된 유적은 아이치현 아사히유적(愛知縣 朝日遺蹟,
야요이 중기)와 오이타현 시모고오리쿠와나에유적(大分縣 下郡桑苗名遺蹟, 야요이
中前期)인데, 대부분 유적에서 출토된 자료 중에서 분석이 가능했던 것은 일부에 불
과해, 이러한 유적에 돼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그리고 石黑(2002)은 한국 국립경주박물관 부지에서 출토된 뼈의 mDNA분석을
행해, 조선멧돼지群, 동아시아 돼지群, 북동 유라시아 멧돼지群과 일본 멧돼지群으
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에 유전적으로 일본 멧돼지와 가까운 것이 생식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멧돼지의 고기와 돼지고기의 인위적인 반입도 생각됨으로 금후,
한국과 북한의 현생 멧돼지의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Ⅲ. 고촌유적의 멧돼지 특징
ㆍ두개골의 출토가 많다.
ㆍ연령폭이 넓다.
ㆍ출토된 成獸의 性比가 거의 동일하다.
ㆍ두개골의 상부에 파손이 두드러진다.
ㆍ일본 멧돼지와 비교해서 成獸는 상당히 크다.
- 일본의 멧돼지는 지질시대의 갱신세(약 1700000년~12000년 전)에 대륙과의 육
교를 건너 도래한 이후 대륙과 격리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멧돼지와 형태가 다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멧돼지의 형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따라서 금후, 한반도의 멧돼지와 돼지의 형태학적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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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시대 스에키 편년과 제작기법

木下 亘(奈良縣立 橿原考古學硏究所)
(飜譯 : 崔景圭)

들어가며
일본열도에서 스에키라고 불리는 토기는 고분시대 중기, 한반도에서 일본열도에
전해진 도질토기 생산의 제작기법을 기본으로 생산이 개시되었다. 지금의 오사카부
사카이시(堺市) 일대의 泉北丘陵에서 그 생산이 개시되었다. 일본에서는 스에무라
(陶邑)에서 확립된 스에키 편년이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다.

Ⅰ. 고분시대 스에키 편년
스에무라 가마 출토 스에키를 기본으로 모리카츠(森浩一)ㆍ타나베(田邊昭三)ㆍ나
카무라(中村浩)씨 등에 의해 스에키 편년이 행해졌다.
TK73-TK217-TK208-TK23-TK47-MT15-TK10-TK43-TK209ㆍㆍㆍㆍ라고
하는 형식변천이 타나베씨에 의해 제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현재 TK73 전에
TG231ㆍ232(오바데라-大庭寺)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TK47형식까지가 대략 5세기대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Ⅱ. 한반도 출토의 스에키
경상도지역에서

왜로부터의

유입품이

많다.

소형품(개배ㆍ고배ㆍ유공광구소호)으로

TK23~TK10이 중심이다.
그에 반해 영산강유역에서는 유입품과 모방품이 혼재하여 복잡하다.

Ⅲ. 스에키의 기종별 제작기법
여기서는 스에키의 기종 중, 한반도에서 출토사례가 보이는 5세기~6세기에 걸친 각
형식의 기종을 중심으로 형태의 변천과 제작기법의 변화에 대해 다루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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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배(蓋杯)
형태 : 平底로 게타흔(ゲタ痕)을 가지는 것에서 丸底의 것으로.
성형 : 卷上의 手持 주걱칼 깍기(헤라케즈리, 篦削り)에서 천정부의 回轉 주걱칼 깍기
로.
조정 : 手持 주걱칼 깍기ㆍ회전 주걱칼 깍기ㆍ물손질과 목리조정(카키메, カキ目).

2. 고배(高杯)
형태 : 短脚에서 長脚으로. 多窓에서 無窓으로.
성형 : 배부와 각부는 별도 제작해 접합.
조정 : 배부ㆍ각부에 보이는 목리조정. 배부 외면 바닥의 회전깍기.
크기가 다르지만, 기대도 동일한 제작순서.

3. 자라병(提甁)
형태 : 대형품에서 소형품으로. 구연부의 장대화. 파수의 간소화.
성형 : 점토원반을 기초로 卷上. 동부 중앙의 閉塞은 원반에 의함. 동체부 완성 후 별
도로 제작한 구연부를 접합. 동체부에 타날(叩き).
조정 : 동체부 외면은 물손질(나데, ナデ） 및 회전 주걱칼 깍기와 목리조정.

4. 옹(甕)
형태 : 대형ㆍ중형ㆍ소형
성형 : 底部에 조으기흔, 각 크기에 따라 점토띠 卷上후에 타날, 구연부는 별도 제작
하여 접합.
조정 : 동체부 내외면의 긁기(스리케시, スリ消し), 동체부 외면의 목리조정.
점토의 선택 : 구연부ㆍ동체부ㆍ저부 등에서 태토가 다른 사례가 있음.
가마에서 소성할 때에 고정하기 위해 燒臺를 설치. 저부 측면에 燒臺흔
적으로 여러 곳의 움푹 패인 곳이 보이는 사례가 많음.
시문 : 무문ㆍ즐묘파상문(櫛描波狀文)ㆍ즐묘사행열점문(櫛描斜行列点文)

5. 유공광구소호(하소, はそう)
형태 : 대형품에서 소형품으로
성형 : 卷上, 저부는 타날(타타키다시, 叩き出し)
조정 : 저부는 물손질로 긁기한 것에서 타날을 남긴 것, 회전 주걱칼 깍기로 마무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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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시문 : 즐묘파상문 위주, 후에 즐묘열점이 부가됨.

6. 樽形 유공광구호(장군형 유공광구호)
형태 : 대형품에서 소형품으로
성형 : 한 측면을 기초로 卷上, 점토원반으로 막고 별도 제작한 구연부를 붙임.
조정 : 횡방향 물손질로 마무리
시문 : 즐묘파상문 위주

7. 횡병(橫甁)
성형 : 동체부 卷上하여 타날, 별도 제작한 구연부를 붙임.
조정 : 목리, 횡방향 물손질로 마무리

8. 그 외
일본 열도산 스에키와 한반도산 모방토기의 구별은 제작기법의 차이를 우선 확인하
는 것이 가장 확실함.
이제부터의 문제점은 일본산 스에키로 생각되는 자료가 일본 열도의 어느 지역에서
생산된 스에끼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스에키는 기형상 전국적으로 극히 유사하며 지방색을 유출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서 태토의 검토가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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