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카쇼무라 향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 년 전, 롯카쇼무라에서
진행된 무쓰오가와라의 대규모 개발에서
많은 유적이나 유물이 출토 되었습니다.
발굴된 유물을 보관하기 위하여, 1991 년
‘향토관’이 건설되었습니다.

관람 정보

롯카쇼무라
향토관

■ 입 장 료 / 무료
■ 개관 시간 / 오전９시～오후４시
■ 휴 관 일 / 월요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향토관에는 고고학 코너, 민속 코너, 자연

다음날 휴관), 12 월 29 일~1 월 3 일

코너, 어업 코너 등 4 코너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훗코시 역
훗코시 IC

롯카쇼 촌립 향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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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

어업

전시실 안내

고고학 코너에서는 조몬시대 (약 13,000 년전) 부터
헤이안 시대 (약 1,000 년전) 까지의 토기 등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복원한 수혈식
주거에서는 당시 생활모습을 실사모형으로
재현하였습니다.

고고학 코너

입구
入口

주요 어구와 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사모형으로 약 70 년 전까지 마을에서 사용된
통나무 배의 전복 채취등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코가 구부러진 토면
일반적으로 코가 왼쪽으로 구부러진 토면
(土面)과 달리, 코가 오른쪽으로 구부러진
토면입니다. 조몬시대에 무당이 제사 의식을
위해 착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혈식 주거
竪穴式住居
(복원)
（復元）

어업코너
자연
코너

융기 선문 토기（아오모리현 지정문화재）

민속코너

지금으로부터 약 12,000 년전의 오래된 토기 중
하나입니다.
37 개의 세밀한 점토끈이 붙어 있으며,
뾰족한 바닥 부분이 특징입니다.

통마루배
일본에 하나 밖에 남지 않은 통나무 배.
이 통마루배는 약 170 년 된 커다란 나무를
깎아 만들었습니다.

무료체험코너
●

곡옥 만들기…돌을 갈아 조몬시대 액세서리를
만들어 봅시다 (1 시간)

민속

자연
마을에 서식하는 주요 동식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스위치를 누르시면 희귀종인
개개비를 비롯한 롯카쇼무라에 서식하는 새의
울음소리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일본산양
일본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토관 주변에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

지금으로부터 약 60 년 전까지 롯카쇼무라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함께 해온 농기구나 마구, 의복, 식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마구
지금으로부터 400 년전부터 60 년
전까지, 롯카쇼무라는 명마(名馬)
의 산지였습니다. 전시된 마구는
밭 경작이나 운반에 사용되었습
니다.

손도장 발도장 찍기…자녀의 성장을 기록으로
남겨봅시다 (30 분)

●

토우 만들기…점토로 간단하게 만들어
봅시다 (30 분)

●

흙피리 만들기…점토로 소리가 나는 흙피리를
만들어 봅시다 (30 분~ 1 시간)

●

불 피우기 체험…라이터 없이 불을 피워 봅시다
(1~15 분)

※ 고고학 코너 유물은 복제품입니다. 실물은 아오모리 현립 향토관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