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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미시마 야츠시로 신사(神島八代神社) 소장 
재갈의 계보

시미즈 야스지(清水康二)

일본 카시하라고고학연구소 

Corresponding Author : shimizu@kashikoken.jp

일본 이세만(伊勢湾) 바다의 가미시마(神島)에 있는 야츠시로(八代) 신사에는 거울을 중심으로 한 많은 중요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 표비(鑣轡)가 포함되어 있는데,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의 마구 계보와 연결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그와 유사한 

사례를 포함하여 형식분류와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의 위치 정립을 시행하였다. 

A형 재갈은 3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의 연대는 상대적으로 가장 늦은 단계의 형식에 속한다.  

또한 이들 재갈을 제작하던 공방은 철기제작, 청동기제작, 단조 및 주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방이지만, 그 가운데 철기제작 기술과 

형태를 우선하는 공방군으로 볼 수 있었다. 이들 재갈을 말에 장착했을 때,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을 동합금으로 제작하고 함(銜) 및 

입문(立聞)의 각부는 철 소재로 하는 등 청동기제작기술과 철기제작기술을 복합시켜 장식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제작과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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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가미시마(神島)에 있는 야츠시로(八代)신사에는, 거울

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가 신사 보물로서 소장되어 중요문

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그 중에는 마구가 1점 포함되어 있

다. 재갈인데 함(銜)이 파손되어 있어 두 개의 표(鑣)는 분

리되어 있다. 연대로는 헤이안(平安)시대인 12세기로 추정

되며 이 시기의 희소한 예이다(三輪 1991). 최근 시대적 구

분이 어려웠던 한반도의 표비에 대해 상세한 검토가 이루

어져, 그들 재갈이 중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통일신라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게 밝혀졌다(성정용 2001, 성정용 외 

2007). 해당 논고를 검토하면 가미시마의 표비는 한반도의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대 마구의 계보를 잇는 것은 명확하

기 때문에 그 유례를 소개하고 형식분류, 마구제작공방의 

성격과 더불어 야츠시로 신사가 소장 중인 재갈의 위치를 

정립하고자 한다.

Ⅱ． 가미시마와 야츠시로 신사의 개요
1

미에현(三重県) 남동부 도바시(鳥羽市)에 속하는 가

미시마는 이세만(伊勢湾)과 태평양을 사이에 둔 시마(志

摩)반도 바다 이세만에 위치한다(그림 1).

아츠미(渥美)반도에서 기이(紀伊)반도를 향해, 가미

시마를 포함한 크고 작은 섬들이 점재하고 있다. 가미시마

의 둘레는 약 4㎞, 면적 0.76㎢로, 동쪽에서 남쪽이 낭떠러

지인 탓에 마을은 태풍과 쓰나미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북쪽 

계곡에 형성되어 있다(사진 1). 또한 미시마유키오(三島由

紀夫)의 소설 『해조음(潮騒)』의 무대로 유명하며, 출판 이

후 5번 영화화되었다.

시마반도 동부는 율령시대에는 「시마노쿠니(志摩国)」

라 불렸으며, 평야는 적어도 해산물이 풍부해 진상품을 바

치는 지역이 되어, 「진상국 시마(御饗国志摩)」라고 불리었

다. 가미시마라는 이름은 남북조시대 『신봉초(神鳳鈔)』에서 

보이며, 가미시마라는 이름이 나타내는 바와 같이 신이 지

배하는 섬이라고 믿어져왔다. 가미시마는 또한 예로부터 이

세만을 오가는 배들과 기슈(紀州), 가미가타(上方)에서 엔

슈나다(遠州灘)를 거쳐 에도(江戸)로 향하는 회조선의 항

로 표식이 되는 중요한 곳이었다. 당시 배들은 이세만으로 

출입하거나 아즈마노쿠니(東国)나 가미가타를 향해 연안을 

진행해 갈 때에도 가미시마해역을 통과하거나 경유할 필요

가 있었다. 가미시마와 이라고(伊良湖)곶 사이에 있는 이라

고(伊良湖)의 물길은 일본 삼대 해문(海門) 중 하나로, 조석

간만의 차가 심하며 해안선이 복잡해 암초가 많은 험한 바

다였다. 이 물길이 예로부터 바다의 도카이도(東海道)의 요

소(要所)였던 것은 분명하다.

1 Ⅱ장은 이토(伊東), 1955; 시모나카(下中), 1983, 이토(伊藤), 1996 등을 바탕으로 집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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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미시마(神島)의 지리적 위치.

사진 1. 가미시마(神島) 모습(촬영: 우메하라쇼이치(梅原章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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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츠시로 신사는 창립연대가 불분명하지만 이라고의 

물길에서 어업을 하는 도민들의 수호신으로서 현재에 이르

기까지 두터운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사진 2). 북서쪽에 있

는 마을 뒤쪽 산등성이에 있는 돌계단을 200단 이상 올라

가야 볼 수 있는 아자나카(字中)의 산 일번지에 위치하며, 

이즈미야마(泉水山) 쵸류지(長流寺, 1868년에 폐사된 죠코

지(常光寺)의 말사) 경내에 있던 약사당(薬師堂, 해상안전

의 신앙대상이 되고 있는 파절부동존(波切不動尊) 괘불이 

걸려 있음)의 수호신(産土神)이기도 했다. 1873년 3월에는 

마을의 신사가 되었으며, 1906년 12월에는 신찬폐백료공진

사(神饌弊帛料供進社)가 되었다.

야츠시로 신사에는 고분시대의 한식(漢式) 거울에서 

당식(唐式) 거울, 일본 거울과 같은 고대 거울 71면이 소장

되어 있으며, 대도, 무구, 이세신궁(伊勢神宮)의 신사 보물

과 같은 형태의 방직구(紡織具), 삼채소호(三彩小壺)와 같

은 도자기류 등, 고분시대부터 무로마치(室町)시대에 걸친 

100여 점의 신사 보물들이 안치되어 있다. 이들 신사 보물

들 대부분은 중요유형문화재(공예품) 철사치문금동상감초형

(鉄獅噛文金銅象嵌鍬形, 1963년 7월 1일 지정), 중요유형문

화재(고고자료) 이세가미시마 제사유물(1983년 6월 6일 지

정)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이들 지정품 외에도 일본 거울, 송

나라 동전, 염주옥, 불상판, 금속제품, 도자기편 등이 있으

며, 이 유물 구성은 현해탄 오키노시마(沖ノ島)나 세토나이

카이(瀬戸内海)의 오비시마(大飛島), 닛코난타이산(日光男

体山)과 같은 대표적인 제사유적의 출토유물과 공통된다

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신사 보물의 성격으로는 바다 섬 제사, 야마토(大和)

정권의 아즈마노쿠니 지배나 해부들 집단의 봉헌, 이세신궁

이나 재궁(齋宮)을 포함한 미나미이세(南伊勢)지역과의 관

련성, 이세신궁의 개별제사인 신의제(神衣祭)와의 관계 등, 

국가적 규모의 제사부터 개별제사 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고찰이 제시되고 있다. 어찌되었든 이와쿠라(磐座) 등의 

제사유구가 명확하지 않고 경감류(鏡鑑類)가 풍부한 것에 

비해 그 이외의 유물구성이나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점 등

이 걸리기는 하지만, 가미시마가 이라고 물길의 험난한 곳

에 접하고 이세만 앞에 우뚝 솟은 외딴섬에 위치한다는 점

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지역이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예부터 

중요시되었으며,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제사장소로서 섬

내 한구역에서 제사의례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을 것이라

는 견해도 있다. 

Ⅲ．   야츠시로 신사 소장 표비의 구조

(그림 3-6)

잔존하고 있는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제의 표 

부분에 철제의 함이 조합되어 있다는 점이다(사진 3).2 입

문(立聞)에 함의 일부가 남아 있고 거기에 동제 인수(引手)

를 취하기 위한 동제 유환(遊環)이 연결되어 있다. 함은 거

의 한쪽의 원환(圓環)부분만이 남아 있을 뿐이고 단면은 

장방형이다.

Ｓ자형의 표(鑣)는 전체길이 20.3cm로 입문과 Ｓ자 

봉상(棒狀)의 표 부분으로 나뉘며, 각각 따로 제작되었다. 

사진 2.   가미시마(神島)에 있는 야츠시로(八代)신사의 전경 

(촬영: 우메하라쇼이치(梅原章一)).

2 재갈쇠는 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철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재갈쇠의 굴레연결부 주변, 재갈쇠와 경판(재갈 멈치)이 인접한 부분에서 쇳가루가 나왔다. 재

갈부분과 연결고리는 동제로 주석은 들어 있지 않았다. 도야마대학 학예문화학부, 나가에 다케카즈(長柄毅一) 교수의 분석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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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의 2개 각부(脚部)를 Ｓ자 봉상부분에 뚫린 2개의 구

멍에 끼우고, 약간 돌출된 각부 부분을 망치로 두드려 고정

시켰다(사진 4). 입문의 각부를 꽂기 위해 이 부분은 다른 

곳보다 봉상부분의 폭이 두껍게 되어 있다.

입문은 끝이 벌어지는 문손잡이 형태의 평면형이며, 

중간부분의 결입은 그다지 깊지 않고 머리는 거의 평평하

다. 이는 아래쪽이 약간 두껍고 위쪽이 얇은 판상(板狀)의 

형태이다. 입문 상부의 구멍은 모서리가 둥근 장방형과 장

타원형으로, 2개의 입문 사이에 형태가 약간 다르다. 함이 

연결되는 아래쪽 구멍은 윗부분이 약간 좁아지는 마름모꼴

이다. 표 부분은 긴 Ｓ자 봉상의 형태로 한쪽 끝은 각(角)

이 하나이고 이 부분까지 완만하게 아래쪽으로 곡선을 이

룬다. 다른 유례와 검토한 결과, 재갈의 앞뒤를 나타낸 것으

로 보인다. 다른 하나의 끝은 둥글게 마무리되어 있으며 끝

부분까지 완만하게 위쪽으로 곡선을 이룬다. 유환은 단면 

타원형의 봉(棒)을 구부려 타원형으로 만들고, 함 외환(外

環)에 연결하였다. 단조성형(鍛造成形)이라는 보고가 있다

(三輪 1991).3

Ⅳ． 한반도의 자료(그림 2-4)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성정용을 중심으로 소개

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개괄하고자 

한다(성정용 2001; 성정용 외 2007). 재갈의 소재는 청동제

와 철제가 존재한다. 또한 청동제 부품과 철제 부품을 조

합한 사례도 존재한다. 특징적인 것은 Ｓ자형의 표를 가지

고 인수가 2조선(條線)이라는 것이지만 2조선 인수가 아

닌 경우는 유환이 이것을 대용(代用)하게 된다. 또한 표(鑣)

와 함의 결합부분에는 함과 표를 결합하는 고리와 그 바깥

쪽에 2조선 인수 혹은 유환을 결합하는 고리를 갖춘 이른

바 ‘이중외환(二重外環)’을 가진 함이 많다는 게 특징적이

다. 그 밖에 문손잡이 모양의 평면 형태를 가진 입문도 역

시 공통된 것이 많다.

출토상황이나 동반유물에 의한 연대의 결정적 단서가 

없는 자료가 많아 정밀한 연대비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원후 7~11세기 무렵으로 상정되고 있다(성정용 외 2007). 

게재한 <표 1>은 성정용 외 2007을 바탕으로 야츠시로 신

사(八代) 소장 재갈을 포함시켜, ‘형식’, ‘재갈’, ‘반전’ 등의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재갈’ ‘형태’ ‘손잡이 고리형

태’ 항목 내의 일부 속성을 변경 혹은 삭제하였다.   

사진 3.   재갈(야츠시로(八代) 신사 소장, 촬영: 우메하라쇼이치(梅原章一)).

사진 4.   입문 각부의 세부 모습.

3 성분분석은 형광 X레이로 비파괴분석이었기 때문에 정량성에 문제가 있지만, 주석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비교적 동 성분이 많은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따

라서 단조성형에 적절한 소재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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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형식분류와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의 위치 정립

철제와 청동제 부위가 있다는 점, 입문의 형태나 2조

선 인수가 공통된다는 점 등으로부터 철제 제작기술과 청

동기 제작기술을 공유한 공방에서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청동제, 철제 둘 다 예외는 있지만, 유사한 형태

의 입문과 표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나중에 입문을 연결

시키는 점은 중요한 기술상의 공통점이다. 주조(鑄造)로 청

동 표를 제작한다면 표 부분과 입문을 일체형으로 하여 주

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태에 의한 분류를 

우선으로 한다.

형태적으로는 S자상으로 구부린 봉상의 표 부분을 가

진 것을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A형 재

갈로 한다(그림 2, 3). 다음으로 A형 재갈에 비해 표 부분의 

측면 폭이 넓고 측면에는 능선에 의한 문양이 주출(鑄出)

된 것을 B형 재갈로 한다(그림 4). A형 재갈에도 B형 재갈

에도 속하지 않고 만곡하지 않는 봉상의 표 부분을 설봉산

0 10cm 

2

31

그림 2.   A형 재갈 실측도①(1. 내남면 탑리 2. 언남리 3. 부소산성).

표 1. 한반도 출토자료와 야츠시로(八代) 신사 소장자료 조사표(성정용외 2007 바탕으로 일부개변)

출토지 형식 재질
재갈

이중외환 인수 형태 그림 문헌
형상 입문 반전 길이(㎝)

경주 내남면 탑리 A1 청동 1 1 1 16 ○ 연결고리 1 2-1 우메하라(梅原) 1925

용인 언남리 A1 철 1 1 1 19 ○ 2줄 선 2-2 정치영 2006

부여 화왕산성 A2 철 2 1 2 24 ○ 2줄 선 3-4
경남문화재연구원 

2009

창녕 부소산성 A2 철 2 2? 2 26.2 ○ 2줄 선 2-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광양 마로산성 A3 철 2 2 3 24 ○ 연결고리 1 3-5
순천대학교 박물관 

2006

일본 야츠시로 신사 A3 동? 2 2 3 - - 연결고리 2 3-6 미와(三輪) 1991

익산 미륵사 A2? 철 2 1 ? - ○ 2줄 선 3-7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경주 한반도남부(전) A2? 금동 2 ? ? - ○ 연결고리 1 3-8 고토(後藤) 1934

경주 계명대소장품 B 금동/철 S자형 1 - 21.5 ○ 연결고리 1 4-1
계명대학교 박물관 

2004

부여 부소산기슭(전) B 청동/철 S자형 ? - 20.2 ○  - 4-2 성정용 2001

익산 미륵사 B 청동 S자형 일체  - 22.4  - - 4-3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6

이천 설봉산성 C 철 봉모양 - - 14.2 ○ -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

연구소 2002

부여 부소산성 ? 청동 - - - - ○ 2줄 선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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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출토 재갈은 C형 재갈로 분리해서 둔다. B형 재갈과 C형

에 관해서는 유물의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속성을 찾기 힘

들지만 A형 재갈에 관해서는 몇 가지 재갈의 속성을 바탕

으로 편년적 선후관계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

탕으로 A형 재갈을 세분하고자 한다.

검토대상인 13개의 예 중에서,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

갈이 포함된 A형 재갈은 8개이다. 자료의 편년적 선후관계

를 나타내는 속성은 표 부분의 형태와 길이, 표 부분 끝의 

반전(反轉)유무, 표 부분의 입문형태, 유환과 함의 연결방식

을 들 수 있다. 

우선 소형(小型)이고 S자상의 곡선이 강해 만곡 후 선

단까지 길이가 짧은 것이 있다. 이것에는 A형 재갈 중에서

도 가장 소형인 언남리 출토 재갈과 탑리 출토 재갈이 해당

된다. 「표 형태1」로 한다. 그 이외 비교적 대형(大型)으로 완

만하게 곡선을 이루는 것을 「표 형태2」로 한다. 자료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22cm를 넘는 

것을 ‘대형’, 22cm 이하의 것을 ‘소형’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표 부분 선단의 반전(反轉)유무를 검토하

면, 표 선단에 가까운 위치에 반전을 가진 것이 역시 언남

리 출토 재갈과 탑리 출토 재갈이다. 이를 「반전1」로 한다. 

표 부분의 선단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서 반전이 배치된 

것을 「반전2」로 한다. 화왕산성 출토 재갈, 부소산성 출토 

재갈이 여기에 해당된다(사진 5).4 마지막으로 반전이 없는 

것을 「반전3」으로 한다. 마로산성 출토 재갈,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이 여기에 해당한다. 

１

２ 　３

0 10cm 

그림 4.   B형 재갈 실측도(1. 계명대 2. 부소산기슭(전) 3. 미륵사(2)).

4

4

7

5

6

8

7
0 10cm 

그림 3.   A형 재갈 실측도②(4. 화왕산성 5. 마로산성 6. 야츠시로 신사 7. 미륵

사 8. 한반도남부(전)).

사진 5.   부소산성 출토 고삐 X-레이 사진(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제공).

4 해당 자료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의 이은석연구관의 호의로 X레이 사진을 검토할 기회를 얻어 가에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측도를 향해 오른쪽 재갈

부분의 명확히 돌기한 부분과 반대측 재갈부분의 왼편에 약간 돌기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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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문형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손잡이 모양의 

상단 측면이 직선적이고 오목하게 명확한 단(段)혹은 2단의 

어깨를 가진 것을 「입문1」로 한다. 이에 반해 어깨부에 명확

한 단(段)이 없는 것을 「입문2」로 한다. 「입문2」에 해당하는 

것은 마로산성 재갈과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이지만 Ｘ

레이 사진을 검토하면 부소산성 출토 재갈 역시 여기에 속

할 가능성이 높다(사진 5). 

인수부분의 구조는 2조선 인수를 가진 것과 유환을 

연결한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여기서는 유환만을 검토한다. 

이번 검토대상인 마구에 독특한 함에 속하는 이중외환의 

바깥쪽 고리에 유환이 연결되고 거기에 유기질 고삐가 붙

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함 외환(外環)에 유환을 연결한 

것을 「유환1」, 함 외환이 아닌 표 부분에 취해진 원환(圓環)

에 연결하는 것을 「유환2」로 한다. 「유환2」에 속하는 것은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뿐이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 속성은 숫자가 작은 것이 이른 시

기의 속성이며, 숫자가 큰 것이 새로운 시기의 속성으로 추

정된다. 이 속성이 검토 자료에 나타나는 상황을 보면 거의 

모순되지 않고 시대 순으로 놓여 설정한 속성의 선후관계

는 올바른 것으로 판단된다.

속성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A형 재갈을 세분(細分)

하고자 한다. 세분하는 데 있어서 입문과 유환과 같이 야츠

시로 신사 소장 재갈에만 편중된 속성이 아닌, 「표의 형태」

와 「반전」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우선 「표 형태1」과 「반전1」의 속성을 지닌 것을 A1형 

재갈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탑리 출토 재갈과 언남

리 출토 재갈이다.5 다음으로 「표 형태2」와 「반전2」의 속성

을 가진 것을 A2형으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부소

산성 출토 재갈, 화왕산성 출토 재갈이다. 마지막으로 「표 

형태2」와 반전이 없는 「반전3」을 속성으로 하는 것을 A3형 

재갈로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마로산성 출토 재갈과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이다. 

이상과 같이 세분하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각 형식

의 모양을 검토해 보도록 한다. 우선 A1형 은 최고(最古) 형

식에 어울리는 형상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S자형 재갈이 A.D.706년의 연대를 비정할 

수 있는 중국 산시성(陝西省) 영태공주묘(永泰公主墓) 출토 

철제재갈(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 1964) 및 A.D.692년의 연

대를 부여할 수 있는 산시성 위동묘(韋洞墓) 출토 동제재갈

(陝西省文物管理委員会 1959)과 유사하다는 점이 이미 지

적되었다(성정용 2001). 특히, 탑리 출토 재갈의 형상은 매

우 유사하다. 또한 반전 위치도 유사하다. 탑리 출토품이 박

재품일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입문의 형태가 바로 한반도

에서 출토하는 입문의 형태라는 점, 영태공주묘 표비 입문

부분의 구멍은 하나라는 점에서 봤을 때, 현재 상태로서는 

한반도에서의 제작을 상정해 둔다. 언남리 출토 재갈은 철

제품이기 때문인지 반전이 둔하게 되어 있지만, 탑리 출토 

재갈과 같은 시기이거나 좀 더 새로운 시기에 속한다고 추

정할 수 있다. 이미 이 단계에서 2조선 인수와 유환이 사용

되고 있어, 무언가 기능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A2형 재갈은 A1형 재갈이 대형화하고 반전의 위치 등

도 중국대륙을 원형으로 한 표비의 형태에서 멀어져 가는 

과정일 것이다. A2형에 속하는 것은 모두 철제로 2조선 인

수를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청동제 혹은 유환을 구비한 것

이 출토될 것으로 보인다.

A3형은 최종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반전은 없어

진 상태이다. 마로산성 출토 재갈은 선단을 날카롭게 한 것

으로도 보이지만 분명하지 않다. 이에 반해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표 부분의 선단 한쪽을 날카롭게 하고 반대편

을 둥글게 만들었다. 뾰족한 부분은 아래쪽으로 만곡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례와 A1형을 보면 아래쪽으로 만곡하는 

선단에 반전이 있다. 따라서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의 선

단을 날카롭게 만들어 재갈의 앞뒤를 나타내고 있다. 입문

에 대해서는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의 입문 머리부분이 

5 다만, A1형 과 A2형은 「표 형태」와 「반전」의 속성이 2류에 걸치는 것이 없어서 형식학적으로는 그 전후 관계를 결정할 수 없다. 앞으로 「표 형태2」와 「반전1」

이 공존하는 자료가 더 나왔을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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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이지 않고 오목한 결입도 얕은 것에서 후출(後出)하는 

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양자(兩者) 모두 유환이 연결

되어 있지만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유환이 구비된 다

른 재갈과는 연결방식에 차이가 있는 「유환2」이다.6 따라서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A3형이라 해도 새로운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철제의 함을 사용하는 점도 주

의가 필요할 것이다.  

A형, B형, C형의 병행관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연대를 나타내는 공통의 속성이 적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서는 명확한 병행 관계를 나타낼 수 없다. 특히, C형은 현재

로서는 예가 하나뿐이다. B형의 머리부분 고리의 형태로 보

아 계명대학교가 소장중인 재갈이 ‘머리부분 고리 1’이며, 

미로쿠(弥勒)사의 재갈은 재갈과 일체로 만들어지기는 했

지만 복잡한 형상의 머리부분 고리를 가지는 점에서, 오래

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B형 재갈은 A형 재

갈 중에서도 A1형 혹은 A2형과 병행하는 것으로 상정한다.

Ⅵ. 제작기술의 양상과 문제점

A형 재갈을 포함한 일련의 재갈에는 공통된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입문

과 표 부분의 접합기술이다. 입문의 각부를 표 부분에 삽입

하는 방법은 얇은 입문이 표 부분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하

는 배려일 것이다. 그러나 미륵사 출토 재갈의 사례를 보더

라도 알 수 있듯이 청동제품인 경우에는 입문과 표 부분을 

하나로 주조, 제작한다면 충분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7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만든 함을 표 부분에 결합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주조의 경우에는 반드시 별

도로 제작할 필요는 없으며, 기법은 어려워지지만 함 혹은 

표를 주형(鑄型)에 끼워 주조하면 함과 표를 결합할 수 있

다. 따라서 제작기술의 차이를 넘어서 철제, 청동제 모두 같

은 기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조선 인수의 문제이다. 청동제 2조선 인수

를 가진 사례로서 부소산성 출토 재갈이 출토되었지만 표 

부분이 출토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갈의 전체상을 알 수는 

없다(사진 6). 그러나 이 역시 철제재갈의 2조선 인수와의 

형태적 특징이 일치하고 있다. 주조품이라고 한다면 일부러 

2조선으로 만들 필요도 없지만, 철제 2조선 인수와 마찬가

지로 둥근 고리를 찌부러뜨려 양쪽 끝에만 고리모양 부분

을 남기는 형태는8 철제 인수의 제작기법 영향을 강하게 받

은 것이 분명하다.

철기 제작기술과 청동기 제작기술이 모두 사용되는 

중요한 사례로 계명대학교 소장 재갈이 있다. 관찰 결과는 

육안 관찰로 명확하게 철제 부분과 청동제 부분으로 나뉘

어져 있다. <그림 4-1>의 A부분이 육안으로도 분명히 철 소

재로 만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사진 7). 혹시

나 하여 자석으로 자성(磁性) 유무를 확인하였더니 A부분

에서는 강한 자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9 철 소

사진 6.   부소산성 출토 청동제 인수(국립부여박물관 소장).

6 연결고리는 재갈쇠의 둥근 고리의 부식이 심해 고삐의 파손과 이에 따른 보수로 연결고리가 현재 위치에 붙어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7 다만 굴레연결부와 재갈부분의 합금비율을 바꿔 얇은 굴레연결부의 강도를 바꾸는 등의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다. 

8 이 청동제 두줄 고삐이음새가 주조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두줄 사이에 약간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실납법 등의 원형을 사용한 주조법을 

상정할 수 있다. 

9 자석에 의한 자성의 확인 및 관찰을 할 때에는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권순철 학예연구사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16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4

재와 청동소재의 경계를 찾기 위해 계속 자석을 사용해 소

재 확인을 하였으나, 육안으로는 청동 소재처럼 보이는 B부

분에서 A부분보다 약한 자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함이 표에 연결되는 둥근 고리에서는 자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A와 B부분 이외에는 육안 관찰로 청동소재이며 자

성을 지니지 않는 부분이다. 

표 부분에 입문을 연결시키기 위해 관통한 두 개의 

구멍에 입문의 각부 선단이 보이고 있다. 이 선단을 망치로 

두드려 입문을 고정한 것이다. 이 선단부분은 육안으로 보

면 철 소재이다. 이 역시 확실히 하기 위해 자석으로 확인

했는데 강한 자성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표 상부에 있는 

입문에서는 자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육안으로도 청동 

소재로 인식되었다. 유환도 육안 관찰 및 자석 확인 모두 

청동 소재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상황을 검토하면 함에 대해서는 철제의 함 일

부분을 청동으로 주조하여 완성한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 

그후 표 부분의 입문과 함을 연결하고 있는데 입문의 구조

는 입문자체가 청동이고 각부는 철제로 판단된다. 아마 이 

역시 함과 마찬가지로 철제의 각부를 청동의 입문 본체로 

주조한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입문 본체와 각부의 접합부

분에서 자성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

용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복잡한 제작공정을 취한 이유는 재갈의 장식

성과 실용성을 양립시키기 위한 결과로 보인다. 재갈의 구

조에서 경판(鏡板, 재갈멈치)은 청동 혹은 금동이지만 함

이 철제인 사례는 다른 것에서도 존재한다. 소재를 바꾸어

서 제작하는 이유는 함 부분은 철 소재인 편이 실용성이

라는 점에서 뛰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계명대학교 소장 재

갈의 경우는 장식성을 더욱 중시하여 재갈을 말에 장착했

을 때 바깥쪽에서 보이는 모든 부분을 청동으로 제작한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함의 외환부분은 청동으로, 함 중심부

는 철로 각기 따로 만든 것이라 상정된다. 입문부분도 각부

의 소재를 철로 제작한 이유로는, 비교적 힘이 가해지는 머

리부분(頭絡)을 결구하는 부분에 가느다란 청동소재를 사

용할 경우 파손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강도가 높은 철

을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재갈의 제작기술을 참고로 다

른 자료를 검토하면 부소산 기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

는 재갈은 입문이 소실되었으나 입문을 장착하는 구멍에는 

철의 흔적이 남아있다. 계명대학교 소장 재갈의 구조에서 

보면 부소산 기슭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재갈의 입문 

역시 본체는 청동, 각부 부분은 철 소재로 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 계명대학교 소장 재갈에 대해서는 X레이 

사진을 이용하는 등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상

세한 재갈의 제작방법이 밝혀질 것이다. 덧붙여서 야츠시

로 신사 소장 재갈에서는 입문과 표 부분과 유환이 동제, 

함이 철제로 만들어져 있다. 함의 외환이 계명대학교 소장 

재갈과는 달리 철제이기에 말에 재갈을 장착했을 경우, 철

제함이 바깥쪽에서 보이게 된다. 이 점은 계명대학교 소장 

재갈보다도 장식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함을 모

두 철 소재로 만든 점은 실용성부분을 보다 중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A형, 계명대학교 소장 재

갈은 B형으로 계열이 다르며 제작기술의 난이도에서도 차

이가 있지만, 별개로 만들어진 머리부분 고리를 재갈에 장

착하는 구조라든지 손잡이 고리 연결에 노는 고리를 이용

하는 점 등과 같이 유사한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서 양자가 동일한 기술 전통 속에서 제작되었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사진 7.   재갈(계명대학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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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고찰하면 이들 재갈이 제작된 공방군(工房

群)은 철제의 단조기술을 가지면서 더불어 청동기 제작기

술을 사용하는 공방군이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입문 

부분과 표 부분을 따로 만든 점, 청동제 2조 인수의 제작

에도 충실히 철제 2조 인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에서 원칙적으로 철제품 제작의 기법이나 형태를 우선하는 

공방군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Ⅶ．결론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 

사이에서도, 기원후 7~11세기 경 사이에 제작된 일련의 

마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2．   A형 재갈에 대해 선후관계를 나타내는 3형식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상대연대적으

로 가장 새로운 형식에 속한다. 

3.   이들 재갈을 제작하던 공방은 철기 제작, 청동기 제작, 

단조 및 주조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공방이지만, 어느 

쪽인가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철기 제작의 기술과 형태를 

우선하는 공방군으로 볼 수 있다. 

4.   재갈을 말에 장착했을 때, 외부로부터 보이는 부분을 동

합금으로 제작하고 함 및 입문의 각부를 철 소재로 하

는 등 청동기 제작기술과 철기 제작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해 장식성과 실용성을 높이는 공정을 취하고 있다.

5.   가미시마 야츠시로 신사 보물 중 한반도 관련 자료는 해

당 재갈뿐이다.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다른 재갈과는 달리 이

중외환 함을 가지지 않는 점이나 함이 철제로 만들어진 점 

등 다른 유사 재갈과 몇 가지 상이점이 있다. 그러나 야츠

시로 신사 소장 재갈의 표는 청동 성분의 비율이 높아 부드

럽기 때문에 힘이 가해지면 변형되기 쉬운 반면, 함을 철제

로 만든 점 등은 실용성의 견지에서 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환에 혁대 등의 유기질제 인수가 연결

되면 이 유환도 표(鑣)와 마찬가지로 같은 소재이기 때문

에 인수에 심하게 힘이 가해지면 변형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유환 이외에 인수가 연결되는 머리부분(頭絡)의 결

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은 최신식(最新式)이라는 점

과 더불어 소재에 주석(朱錫)성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다른 재갈에 대한 성분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

기 때문에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만의 특징으로 판단하

는 것은 지나치게 섣부르다. 이중외환 함을 사용하지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의 제작장소에 

대해서는 일본열도 역시 후보로 둘 수 있을지도 모르나 입

문과 표의 결합기술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다른 재갈과 공

유한다는 사실에서 살펴봤을 때, 야츠시로 신사 소장 재갈 

역시 한반도에서 제작되었다고 상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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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tsushiro Shrine on the island of Kamishima located in Ise Bay, Japan, contains many cultural artifacts 

with ancient mirrors in significant numbers. Also included among the artifacts are horse gags and reins that are 

clearly of the same lineage as the horse harnesses from the unified Shilla era and Goryeo era in Korean history. 

Type classification and position establishment were carried out on the horse reins kept in the Yatsushiro shrine, 

including items such as those mentioned previously.

Type A horse harness can be classified into 3 types. Based on this classification scheme, the harness type 

in the Yatsushiro shrine was found to belong to the most recent period. The blacksmith workshop that made 

the harness was producing iron wares and bronze wares, and it possessed metal forging and metal casting 

technologies. Note, however, that it was primarily a workshop where iron wares were made. The parts that 

were visible from the outside when the harness was attached were made from composite bronze, and the reins 

and bridle linkage were made from iron. Such integration of bronze ware production techniques and iron ware 

production techniques was an attempt at enhancing the practicality and embellishments on the harness.

Lineage of Horse Bridle Kept in Yatsushiro Shrine in 
Kami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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抄録

神島八代神社所蔵轡の系譜

清水康二
奈良県立橿原考古学研究所 

Corresponding Author : shimizu@kashikoken.jp

日本の伊勢湾沖の神島に所在する八代神社には、鏡を中心とした数多くの重要文化財が所蔵されている。この中に鑣

轡が含まれており、統一新羅時代および高麗時代の馬具の系譜に連なるものであることが明確である。その類例を含めて

型式分類と八代神社所蔵轡の位置づけを行った。

A型轡としたものを3型式に分類することができた。これによれば八代神社所蔵轡は、相対年代的に最も新しい型式に

属している。また、これらの轡を製作していた工房は、鉄器製作、青銅器製作、鍛造及び鋳造の技術を保有していた工房で

はあるが、どちらかと言えば鉄器製作の技術や形態を優先する工房群と見なすことができた。これらの轡を馬に装着した

時、外部から見える部分を銅合金で製作し、銜および立聞の足を鉄素材とするなど青銅器製作技術と鉄器製作技術を複合

して、装飾性と実用性を高める工夫をしている。

キーワード  鑣, 八代神社, 青銅器, 鉄器, 新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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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はじめに

神島に所在する八代神社の神宝には、鏡を中心とし

て数多くの資料が所蔵され、重要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

る。そのなかで、馬具が1点のみ含まれている。轡である

が、銜が破損しているため2つの鑣は分離している。年代的

には平安時代の12世紀と推定されており、当該時期の希少

な実例である(三輪1991)。近年、時代的位置づけの難しか

った韓半島の一群の鑣轡について詳細に検討がなされ、

それらの轡が中国との密接な関係で統一新羅以後に製作

され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成2001、成ほか2007)。当該

論攷を検討すると神島の鑣轡は、韓半島の統一新羅時代

および高麗時代の馬具の系譜に連なるものであることが

明確なので、その類例の紹介と型式分類、馬具製作工房の

性格、あわせて八代神社所蔵轡の位置づけを行うことにし

たい。

Ⅱ． 神島と八代神社の概要
1

三重県南東部の鳥羽市に属する神島は伊勢湾と太平

洋を隔てる志摩半島沖の伊勢湾に位置する(図1)。渥美半

島から紀伊半島に向かって、神島を含む大小の島 が々並ん

でいる。神島の周囲は約4㎞、面積0.76㎢で、東側から南側

にかけては断崖絶壁であるため、集落は台風や津波の危

険を避けるために北側の谷あいに形成されている(写真1)。

また、三島由紀夫の小説『潮騒』の舞台として有名になり、

その後、5度の映画化もおこなわれている。

志摩半島東部は、律令時代には「志摩国」とされ、平

野は少ないものの、海産物が多いため御贄の貢進国とな

り、「御饗国志摩」と呼ばれていた。神島の名は、南北朝期

の『神鳳鈔』に見られ、神島の名が示すように、神が支配す

る島と信じられていた。昔から伊勢湾に出入りする船や紀

州、上方から遠州灘を経て江戸に向かう廻船の航路標識

となっており、重要な場所であった。船は伊勢湾への出入

りや、東国や上方に向かって沿岸を進んで行く時も、神島

海域を通過または経由する必要があった。神島と伊良湖岬

との間にある伊良湖水道は日本三海門の一つとされ、潮流

が激しく複雑に入り組み、暗礁の多い海の難所であり、昔

から海の東海道の要所であったことは間違いがない。

八代神社は創立年代不詳であるものの、伊良湖水道

で漁業をする島民の守り神として現在に至るまで厚い信仰

を集めてきた(写真2)。北西側にある集落の背後の山腹に

ある石段を200段以上登った字中の山一番地に所在し、泉

水山長流寺（明治初年(1868)に廃寺となった常光寺の末寺)

の境内にあった薬師堂(海上安全の信仰対象となっている

波切不動尊の掛け軸を祀る)の産土神でもあるが、明治6年

200km

神島

50km

図 1. 神島の位置. 写真 1. 神島(梅原章一撮影).

1 Ⅱ章については(伊東1955) (下中1983) (伊藤1996) 等をもとに執筆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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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3月に村社となり、明治39年(1906)12月には神饌弊帛

料供進社となった。

八代神社には、古墳時代の漢式鏡から唐式鏡や和鏡

といった古鏡71面が所蔵され、大刀や武具、伊勢神宮の神

宝と同じ形態を含んだ紡織具、三彩小壺といった陶磁器

類など、古墳時代から室町時代にわたる100点を超える神

宝が納められている。これらの神宝の大半は、重要有形文

化財(工芸品)鉄獅噛文金銅象嵌鍬形(昭和38年7月1日指

定)、重要有形文化財(考古資料)伊勢神島祭祀遺物(昭和

58年6月6日指定)となっている。なお、これらの指定品以外

にも和鏡、宋銭、念珠玉、懸仏、金属製品、陶器片などが

あり、その内容は、玄界灘の沖ノ島や瀬戸内海の大飛島、

日光男体山といった代表的な祭祀遺跡の出土遺物に共通

するという意見もある。

神宝の性格については、海島祭祀、大和政権の東国

経略や海士集団の奉献、伊勢神宮や齋宮を含む南伊勢地

域との関連、伊勢神宮の個別祭祀である神衣祭との関わ

りなど、国家的規模の祭祀から個別祭祀段階まで様 な々

考えが提示されている。いずれにせよ、磐座などの祭祀遺

構が明確ではなく、豊富な鏡鑑類に対して、それ以外の遺

物の構成や数量が限られている点などはあるものの、神島

が伊良湖水道の難所に接し、伊勢湾口上に屹立する孤島と

して位置することなどから、この地が海上交通の要衝の地

として古くから重要視され、航海の安全を祈る祭祀場とし

て、島内の一画で祭祀儀礼が継続されてきたものとする見

解も提出されている。

Ⅲ．   八代神社所蔵鑣轡の構造 

(図3-6)

遺存している部分からわかることは、銅製の鑣部に

鉄製の銜を組み合わせていることである2(写真３)。立聞に

銜の環が残り、そこに銅製の引手を取り付けるための銅製

遊環が取り付けられている。銜はほぼ片側の円環部分が残

るのみで、断面は長方形である。

Ｓ字状の鑣は全長20.3㎝で、立聞とＳ字棒状の鑣部

分に分かれており、別造りとなっている。立聞の2つの足を

Ｓ字棒状部分に開けた2つの穴の間に差し込み、わずかに

飛び出た部分を槌で叩いて押しつぶし固定している(写真

４)。立聞の足を差し込むために、この部分は他の箇所より

も棒状部分の幅が厚くなっている。

立聞は裾の広がるドアノブ状の平面形をしており裾

から上部の間の抉りはそれほど深くなく、頭はほぼ平らに

写真 2. 神島の八代神社(梅原章一撮影). 写真 3. 八代神社所蔵鑣轡(梅原章一撮影).

2 銜については成分分析を行っており鉄製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銜の立ち聞き周辺、銜と鏡板が接する部分に鉄錆が出ている。鑣部分、遊環

は銅製で錫が含まれていない。富山大学芸術文化学部、長柄毅一教授の分析に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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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っている。下方がやや厚く、上方が薄い板状の形態であ

る。立聞上部の孔は隅丸長方形と長楕円と2つの立聞の間

で若干形態が異なっている。銜が取り付いている下方の孔

は上方がわずかに狭まる台形である。鑣部分は長いＳ字

棒状の形態で片方の先端は角が一つあり、この部分まで緩

く下方に湾曲する。他の類例と検討した結果では、轡の前

後を示したものと思われる。もう一つの先端は丸く収めて

おり、先端まで緩く上方に湾曲する。遊環は断面楕円形の

棒を曲げて楕円形にし、銜の円環に取り付けている。鍛造

成形との報告がある(三輪1991)。3

Ⅳ． 韓半島の資料(図2-4)

関連資料については、既に成正鏞を中心として紹介と

検討がなされており、以下その成果をもとに概観する（成

2001、成ほか2007）。轡の素材としては、青銅製と鉄製が

存在する。また、青銅製部品と鉄製部品を組み合わせてい

る事例も存在する。特徴的なのはＳ字形の鑣を持つことと

引手が二条線であること、ただし、二条線引手でない場合

写真 4. 八代神社所蔵鑣轡 細部 構造.

表 1. 韓半島出土資料と八代神社所蔵資料調査表                                                                                                                                   (成ほか2007をもとに一部改変)

出土地 型式 材質
鑣

二重外環 引手形状 図 文献
形状 立聞 返り 長さ(㎝)

慶州 内南面 塔里 A1 青銅 1 1 1 16 ○ 遊環 1 2-1 梅原 1925

龍仁 彦南里 A1 鉄 1 1 1 19 ○ 2 条線 2-2 鄭治泳 2006

扶余 火旺山城 A2 鉄 2 1 2 24 ○ 2 条線 3-4
慶南文化財研究院 

2009

昌寧 扶蘇山城 A2 鉄 2 2? 2 26.2 ○ 2 条線 2-3
国立扶余文化財研究所

1999

光陽 馬老山城 A3 鉄 2 2 3 24 ○ 遊環 1 3-5
光陽市 順天大学校

博物館 2006

日本 八代神社 A3 銅? 2 2 3 - - 遊環 2 3-6 三輪 1991

益山 彌勒寺 A2? 鉄 2 1 ? - ○ 2 条線 3-7
国立扶余文化財研究所 

1996

慶州 伝 韓半島南部 A2? 金銅 2 ? ? - ○ 遊環 1 3-8 後藤 1934

慶州 啓明大所蔵品 B 金銅/鉄 S字形 1 - 21.5 ○ 遊環 1 4-1
啓明大学校博物館  

2004

扶余 伝 扶蘇山麓 B 青銅/鉄 S字形 ? - 20.2 ○ - 4-2 成正鏞 2001

益山 彌勒寺 B 青銅 S字形 一体 - 22.4 - - 4-3
国立扶余文化財研究所 

1996

利川 峰雪山城 C 鉄 棒形 - - 14.2 ○ - -
檀国大学校埋蔵文化財

研究所 2002

扶余 扶蘇山城 ? 青銅 - - - - ○ 2 条線 -
国立扶余文化財研究所 

1999

3 成分分析は蛍光X線による非破壊分析のため、定量性に問題はあるものの錫を検知していないため、比較的銅成分の多いものと想定できる。

したがって、鍛造成形には向いている素材の可能性が高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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は遊環がこれの代用となる。また鑣と銜の結合部分には

銜と鑣を結合する円環とその外側に二条線引手あるいは

遊環を結合する円環を備えるいわゆる二重外環を持つ銜

の多いことが特徴的である。この他、ドアノブ状の平面形

態を持つ立聞も共通する事が多い。

出土状況や共伴遺物による年代の決め手に欠ける資

料が多いため、精度の高い年代比定は行われていないが、

紀元後7～11世紀の頃と想定されている（成ほか2007）。掲載

した表１は、（成ほか2007）をもとに、八代神社所蔵轡を加

え、筆者が「型式」「鑣「立聞」「返り」」の項目を新たに追加

し、「鑣「形態」「引手形態」内の属性を一部変更した。さら

に今回の研究に不要な項目を一部削除したものである。

Ⅴ.   型式分類と八代神社所蔵轡の

位置づけ

鉄製と青銅製の部位があることや、立聞の形態や二

条線引手が共通する事などから、鉄器製作技術と青銅器

製作技術を共有する工房で製作されたものがあることを知

ることができる。また、青銅製、鉄製両者共に例外はある

ものの、類似した形状の立聞と鑣部分を別造りにして、後

で立聞を取り付ける点は重要な技術上の共通点である。鋳

造で青銅鑣を製作するのであれば、鑣部分と立聞を一体

として鋳造することもできるからである。したがって、形態

による分類を優先する。

形態的にはS字状に屈曲する棒状の鑣部分をもつも

のを一つのまとまりとして括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これをA

型轡とする(図2,3)。次にA型轡に比べ鑣部分の側面の幅が

広く側面には稜線によって文様が鋳出されるものをB型轡

とする(図4)。A型轡にもB型轡にも属さない湾曲しない棒

状鑣部分を持つ雪峯山城出土轡はC型轡として分離してお

く。B型轡とC型に関しては、遺物の前後関係を示すような

属性を見出しがたいが、A型轡に関しては幾つか轡の属性

をもとに編年的前後関係を推定できるので、以下それをも

とにA型轡を細分する。

八代神社所蔵轡が含まれるA型轡は検討対象13例の

うち8例を数える。資料の編年的前後関係を示す属性として

は、鑣部分の形状と長さ、鑣部分先端の返りの有無、鑣部

0 10cm 

2

31

図 2. A型轡 実測図①(1. 内南面 塔里  2. 彦南里  3. 扶蘇山城).

4

4

7

5

6

8

7
0 10cm 

図 3. A型轡 実測図②(4. 火旺山城  5. 馬老山城  6. 八代神社  7. 彌勒寺 
8. 伝 韓半島南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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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の立聞の形態、遊環の銜への取り付け方があげられる。

まず小型でS字状の湾曲が強く湾曲後の先端までの長

さが短いものがある。これはA型轡の中でもっとも小型の彦

南里出土轡と塔里出土轡が該当する。「鑣形状1」とする。そ

れ以外の比較的大型で緩い湾曲を示すものを「鑣形状2」

とする。資料数が多くないので便宜的ではあるが、22㎝を

超えるものを「大型」、22㎝以下のものを「小型」とした。

次に鑣部分先端の返りの有無を検討すると、鑣先端

に近い位置に返りがつくものがあり、彦南里出土轡と塔里

出土轡が該当する。これを「返り1」とする。鑣部分の先端

から少し離れた位置に返りが配置されるものを「返り2」と

する。火旺山城出土轡、扶蘇山城出土轡が該当する(写真

５)。4 次に返りのないものを「返り3」とする。馬老山城出土

轡、八代神社所蔵轡が該当する。

立聞の形態は2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ドアノブ状の

上端側面が直線的で抉りも深く明確な段あるいは2段の肩

を持つものを「立聞1」とする。これに対して肩部に明確な段

を持たないものを「立聞2」とする。「立聞2」に該当するもの

は馬老山城轡と八代神社所蔵轡であるがＸ線写真を検討す

ると扶蘇山城出土轡もこれに属する可能性が高い(写真5)。

引手部分の構造は二条線引手を持つものと遊環を付

けるものとの二者がある。ここでは遊環のみを検討する。

今回の検討対象の馬具に特有の銜に附属する二重外環外

側の円環に遊環が取り付けられ、そこに有機質の手綱が付

けられるものと想定できる。銜の外側円環に遊環が付くも

のを「遊環1」、外環ではなく鑣部分に取り付く円環に取り

付くものを「遊環2」とする。「遊環2」に属するものは八代

神社所蔵轡のみである。

以上、検討した属性は数字の小さいものが古い属性

で、数字の大きいものが新しい属性と推定する。この属性

が検討資料に現れる状況をみると、ほぼ矛盾無く新古の

順に並んでおり、設定した属性の新古関係は正しいものと

判断できる。

属性の検討結果をもとにA型轡を細分する。細分に当

たっては、立聞や遊環のように八代神社所蔵轡のみに偏る

属性ではなく、「鑣形状」と「返り」を使用することにする。

まず、「鑣形状1」と「返り1」の属性を持つものをA1型

轡とする。該当するものは塔里出土轡と彦南里出土轡であ

る。5 次に「鑣形状2」と「返り2」の属性を持つものをA2型と

１

２ 　３

0 10cm 

図 4. B型轡 実測図(1. 啓明大  2. 伝 扶蘇山麓  3. 彌勒寺(2)).

写真 5. 扶蘇山城出土轡のＸ線写真(国立扶余文化財研究所提供).

4 当該資料に関しては、国立扶余文化財研究所の李恩碩氏のご厚意で、X線写真を検討する機会を与えていただき、返りの有無を確認すること

ができた。実測図向かって右側の鑣部分の明確に突起する部分と反対側鑣部分の左側にわずかに突起する部分である。

5 ただし、A1型とA2型では「鑣形状」と「返り」の属性が2類にまたがるものがないため、型式学的にはその前後関係を決定できない。今後、

「鑣形状2」と「返り1」が共存する資料の追加に注目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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する。該当するものは、扶蘇山城出土轡、火旺山城出土轡

がこれに当たる。次に「鑣形状2」と返りの無い「返り3」を

属性として持つものをA3型轡とする。該当するものは、馬老

山出土轡と八代神社所蔵轡がこれに該当する。

以上、細分をおこなったが、もう少し丁寧に各型式

の様子を検討してみることにする。まず、A1型は最古の型

式としてふさわしい形状をしている。韓半島のS字形鑣が

A.D.706年の年代を比定できる中国陝西省永泰公主墓出土

鉄製轡(陝西省文物管理委員會1964)、A.D.692年の年代を

与えることのできる陝西省韋洞墓出土銅製轡と(陝西省文

物管理委員會1959)と類似していることが既に指摘されて

いる(成2001)。返りの位置も類似する。塔里出土品は舶載

品の可能性も残るが、立聞の形状がまさに韓半島に出土

する立聞の形状であることと、永泰公主墓の鑣轡立聞部

分の穴は一つであることからからして、現状では韓半島で

の製作を考えておく。彦南里出土轡は鉄製品のためか返り

が鈍くなっているが、塔里出土轡と同時期か若干新しい時

期に属すと想定できる。既にこの段階で二条線引手と遊環

が使用されており、何らかの機能の違いを示しているもの

と思われる。

A2型轡は、A1型轡が大型化し、返りの位置なども中国

大陸の原型とした鑣轡の形態からから離れていく過程の

ものであろう。A2型に属するものはいずれも鉄製で二条線

引手を備えているが、今後、青銅製あるいは遊環を備える

ものが出土するものと思われる。

A3型は最終段階のものと思われる。既に返りは無く

なっている。馬老山城出土轡は先端をとがらせているよう

にもみえるが、はっきりとしない。それに対して八代神社蔵

轡は鑣部の先端片方は尖らせて、反対側は丸く納めてい

る。尖らせた方は下方に湾曲しており中国の類例やA1型を

みると下方に湾曲する先端には返りがある。したがって、八

代神社蔵轡の先端を尖らすことで轡の前後を示したもの

である。立聞については八代神社蔵轡の立聞頭部が直線

的ではなく、抉りも浅いことから後出する形態である可能

性がある。また両者とも遊環が付くが、八代神社蔵轡は他

の遊環が付く轡の取り付け方とは異なっている「遊環2」で

ある。6 したがって、八代神社蔵轡はA3 型でも新しい要素

を持っていると行って良い。また、鉄製の銜を使用してい

る点も注意が必要であろう。

A型、B型、C型の併行関係については、残念ながら年

代を示す共通する属性が少ないため、現状では明確な併

行関係を示すことができない。特にC型は今のところ1例の

みである。B型の立聞形態からすると啓明大所蔵轡が「立

聞1」、弥勒寺轡は鑣と一体成形ではあるが複雑な形状の

立聞を有する点で古い様相を示す可能性が高い。したがっ

て、B型轡はA型轡の中でもA1型あるいはA2型と併行するも

のと想定する。

Ⅵ. 製作技術の様相と二三の問題

A型轡も含め一連の轡には共通の技術が用いられて

いる事が確認できる。一つは立聞と鑣部の接合技法であ

る。立聞の足を鑣部分へ挿入する方法にするのは薄い立聞

が鑣部分から分離しない配慮であろう。しかしながら、弥

勒寺出土轡の事例をみても青銅製品の場合は立聞と鑣部

分を一鋳で製作すれば、充分な強度を確保できる。7 それ

にもかかわらず、別造りにするのは銜を鑣部に結合するの

に便利であるからであろう。鋳造の場合には必ずしも別造

りする必要は無く、技法は難しくなるものの、銜あるいは鑣

を鋳型に埋め込んで鋳造すれば銜と鑣を結合することが

6 遊環については銜の円環の腐食が激しいため、轡の破損とそれに伴う補修によって遊環が現在の位置に取り付けられている可能性も完全には

否定できない。

7 ただし、立聞と鑣部分の合金比率を替えて、薄い立聞の強度を変えるなどと言う方法は考えら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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できる。したがって、製作技術の違いを超えて鉄製、青銅

製ともに同様の技法を有することに注意が必要である。

次に二条線引手の問題がある。青銅製の二条線引手

をもつ事例として扶蘇山城出土轡が出土しているが、鑣部

分が出土していないので、轡の全容を知ることができない 

(写真6)。しかし、これも鉄製轡の二条線引手との形態的特

徴が一致している。鋳造品とするならば、わざわざ二条線に

作る必要もないが鉄製の二条線引手と同様に円環を潰し、

両端のみに環状部分を残すような形状は、8 鉄製の引手の

製作技法の影響を強く受けていると言わざるを得ない。

鉄器製作技術と青銅器製作技術がともに使用されて

いる重要な事例として、啓明大学校所蔵轡がある。観察の

結果は肉眼観察で明らかに鉄製の部分と青銅製の部分に

分かれている。図4-1のA部分が肉眼でも明らかに鉄素材で

作られ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る部分である(写真7)。念のた

めに磁石で磁性の有無を確認したところA部分では強い磁

性を持っ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9 鉄素材と青銅素材の

境界を探すために、引き続き磁石を使用して素材の確認

を行ったが、肉眼では青銅素材のように見えるB部分にお

いてA部分よりも弱い磁性を持つことがわかった。銜が鑣

に連結される円環では磁性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

た。AとB部分以外は肉眼観察で青銅素材、磁性を持たな

い部分である。

鑣部分に立聞を取り付けるために貫通している二つ

の穴に立聞の足の先端が見えている。この先端を槌で叩

きつぶして、立聞を固定したものである。この先端部分は

肉眼で見ると鉄素材である。これも念のため磁石で確認

したが強い磁性をもっていた。ただし、鑣の上部にある立

聞には、磁性は確認できず肉眼でも青銅素材と認識した。

遊環も肉眼観察および磁石での確認ともに青銅素材と判

断した。

以上の状況を検討すると、銜については鉄製の銜の

一部分を青銅で鋳ぐるんで完成したものではないかと想

定する。その後、鑣部分の立聞と銜を連結するのである

が、立聞の構造は立聞本体が青銅で足は鉄製と判断す

る。おそらくこれも銜と同様に鉄製の足を青銅の立聞本体

で鋳ぐるんだものと想定できる。立聞本体と足の接合部分

で磁性の有無を確認しなかったので、詳細は不明である。

このような複雑な製作工程をとった理由としては、轡

の装飾性と実用性を両立しようとした結果と考える。轡の

構造で鏡板は青銅あるいは金銅であるが、銜は鉄製のも
写真 6. 扶蘇山城出土轡.

写真 7. 啓明大学校所蔵轡.

8 この青銅製二条引手が鋳造で作られているとすると二条の間にわずかな空間が確認できる部分があることからして、失蠟法などの原型を使用

した鋳造法を想定できる。

9 磁石による磁性の確認、観察に際しては啓明大学校行素博物館の權純澈学芸研究士と共同で実施し、意見交換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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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は他にも存在する。素材を変えて製作する理由として、

銜部分は鉄素材である方が実用性の点で優れているから

であろう。啓明大学校所蔵轡の場合は装飾性の重視をさ

らに徹底して轡を馬に装着した場合に、外側から見える

すべての部分を青銅で製作したものと思われる。したがっ

て、銜の外環部分は青銅で銜中心部は鉄で作り分けたも

のと想定する。立聞部分も足の素材を鉄で製作している理

由としては、比較的力のかかる頭絡を結構する部分に細い

青銅素材を使用した場合、破損する事態が生じないように

強度の高い鉄を採用したものと考える。この轡の製作技術

を参考に他の資料を検討すると、伝扶蘇山麓出土轡は立

聞が失われているが、立聞を装着した穴には鉄の痕跡が

残っている。啓明大学校所蔵轡の構造からすると、伝扶蘇

山麓出土轡の立聞も本体は青銅で足部分は鉄素材で製作

されていたと考えるべきであろう。

今後、この啓明大学校所蔵轡については、X線写真を

利用するなど科学的調査が行われれば、より詳細な轡の

製作方法が明らかになるであろう。加えて八代神社所蔵轡

では立聞と鑣部分と遊環が銅製、銜が鉄製で作られてい

る。銜の外環が啓明大学校所蔵轡と異なり鉄製であるた

め、馬に轡を装着した場合、鉄製銜が外側から見えること

になり、この点は啓明大学校所蔵轡よりも装飾性に欠ける

と判断できようが、銜をすべて鉄素材で作る点は実用性の

部分をより重視したものと言えるかもしれない。

八代神社所蔵轡はA型、啓明大学校所蔵轡はB型と

系列が異なり、製作技術の難度も差があるが、別造りの

立聞を鑣に取り付ける構造や引手の連結に遊環を用いる

点、鉄素材と銅合金素材を使用することなど、同様の工夫

がなされていることは両者が同一の技術伝統の中で製作

されたことを窺わせる。

以上のことから考察するとこれらの轡が製作されてい

た工房群は鉄製の鍛造技術を保持しながら、合わせて青

銅器製作技術を使用する工房群であったと理解できる。

立聞部分と鑣部分を別造りすることや青銅製二条引手の

製作にも忠実に鉄製二条引手の形状を保守する点などか

らすると原則的に鉄製品製作の技法や形態を優先する工

房群であったといえる。

Ⅶ． まとめ

これまで検討してきた結果を以下にまとめる。

1．  八代神社所蔵轡は、統一新羅時代から高麗時代のなか

でも、紀元後7～11世紀の頃までの間に製作された一連

の馬具との関係が明らかである。

2．  A型轡に関して新古関係を示す3型式に分類することが

できた。八代神社所蔵轡は、相対年代的に最も新しい

型式に属している。

3．  これらの轡を製作していた工房は、鉄器製作、青銅器

製作、鍛造及び鋳造の技術を保有していた工房ではあ

るが、どちらかと言えば鉄器製作の技術や形態を優先

する工房群と見なすことができる。

4．  轡を馬に装着した時、外部から見える部分を銅合金で

製作し、ハミおよび立聞の足を鉄素材とするなど青銅器

製作技術と鉄器製作技術を複合して、装飾性と実用性

を高める工夫をしている。

5．  神島八代神社宝物中の韓半島関係の資料は当該轡のみ

である。

八代神社所蔵轡は他の轡とは、二重外環銜を持たな

い点や銜が鉄製で作られる点など他の類似轡と幾つか異

なる点がある。しかしながら、八代神社所蔵轡の鑣は銅成

分の比率が高いようで、軟らかいため、力が加わると変形

しやすいが、それに対して銜を鉄製で作る点などは実用性

の見地からすると理にかなったものと言える。しかしなが

ら、遊環に革帯などの有機質の引手が付くとするとこの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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環も鑣と同素材のようなので、引手に過剰な力が加わると

変形しやすかっ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遊環以外に

引手が取り付く頭絡の結構も考慮する必要があるかもしれ

ない。

八代神社所蔵轡が最新式のものであることに加え

て、素材に錫成分が少ないが、他の轡について成分分析が

なされていないので、八代神社所蔵轡のみの特徴と判断

するのは早計である。二重外環銜を使用しないことなどを

もとに、八代神社所蔵轡の製作場所については日本列島

も候補にあがるかもしれないが、立聞と鑣の結合技術とい

う重要な部分を他の轡と共有することを鑑みると八代神

社所蔵轡も韓半島で製作されたものと想定することがふさ

わしいと思わ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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