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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海f줬漢里支石基의 出士品

----휩鎬器-릎 伴出하는 新{JlJ-

λ퍼 7디
="r.l::.~

디E1

一. Jt: i란 때. Eff잘많文:化꾀 ”Aj정

二. j파때의 ↑파造

드:. 얻종Jt1쇠건 q성

딘 . *tJ 言

i팎낀Q支石친on 저 펴 ;if[쐐기 월iH'E，펀 wu는 즈는Ffij버‘뺏없雲;~I:;트달에 서 의 細形j피

웠U一片。1 PIT펴에 서 lift-한 例고 ~It 챔아l 서 는 옳海週퍼{↓IHli) 內에 서 二次大 ljY떳

後새로 發동L펀 F힘도딩支김꽁에시 나왔다. 여기 픽웠담하려는 것온 n~J'~支石꽃

로서는 세번째의 폐製品을 낸 金悔J강찢떨의 1써輝판 ←→支-:0판의 例。、다.

이 거l 見聞과 遺物實효를 土첼로 해 서 그 遺物에 對한 평察갚 1m하고 。;윷

러 01 機會어1 f넙J11천이1 있석 서의 所F멤 支石꿇社曾내 그t1-1:;플 ;f@tf1j꽉고 j팍↑?

을 j면써본 퍼찢띨文化플 날펴필까 한다.

••.& 픔

it;-짜江 江口가까운 앓힘金海펌i3長有파jjy;;찢볕에서 今年퍼;月九E:1 .I WEi~

로 썽:온 小石室꿇가 土地所검뽑인 許某~에 {짜해 짧}댐되야 石했U ， 石游，

鎭鍵， 土器類-뽑 3월物。1 採-集되 었고 。1 펄띔은 야튼 5月 108 f-tf 쏟L니 R報

에 報造된바았마. 其後 ;쉴物숨강\~는 慶南週廳오로 移쏠되었으1+ 이러한

發見뜯당첼은 1:P央에 알려지지 않고 本人이 이 事寶을 얄케 된것은 今年

9月 주영’f단핫術 第三펠八號어1 실 란 1;!、심:~~:原~의 「당혈尙F홉道內의 휩:jE!칸二r.;뀔

物」이 라는 글을 펴해서 었 다- 텅[J 갚 [[-1m뚫i휘)합等學校淡←릅;닌 지、찌~iJ'i~ K;는

그 報文속에 서 金海， 학 디~ , 三iRjjl 三{떠處에 서 짧見된 따까ff어1 딴한 ↑따

~I~흘r 쓰면서 c1 j!\t i헛퍼숫;石쉰팩까플 r:金海꿇김폐‘ 딴7치주1 떤괴- 펴JR?5] 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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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짧下에 右랬rj의 寫뭘. 빛 E졌Ij의 힘￡jt「폐와 함께 簡펴딪히 紀介하고 연、마.

나는 9月 22 티 쏘山디j의 }i4iX~{L課어，I i렁칩뇌 악 있는 이 遺物들을 첼 "'

하고 마시 되土돼l꺼능 1\1펴낼순히 고 짧j7'6J i원의 한 사땀인 許E딩夫人우로부 El

鍵폐」탬뎌익 팎↑판을 플었다.

런今차지 :c:~죄조\~S즈핀파에서 펴~jE 캄뮤가 횟FL된 것온 1926年 술팎김페탬j

豆/뒀꺼퍼등특행'ill에 서 의 꺼]形펴J랬]댔!수-j5Ij C템 l평蘇JJ:I : 1947) 뿐이벼 支石첼의

f홉代가 金띔使!'Jjj떠라고는 ←→i~해이우로 認定되고 있치는 't} e-} 곧今 얘 71

서 자않J\한 j품협돼城을 j잦꾀하거] 도 것은 支石첼}딴究上 P~ 우 핀솥要힌← 줬

料라 아냐 힐- 수 없 다 또 힘께 遊見펀 石폈Ij도 그 편펀~5와 劍把펴、땀의 C!•

tH이 해 우 j닮해 從져5 보치 봇히 먼 形式。”며 。] 려 한 름환點에샤 이 미 자、하k

i原~가 !문閒 ;itt을 發쫓하기는 하였으y- c극키서 좀더 淑램어1 펀하야 考察

을 해 폴까장는 바야 마. 다만 朴젠li멍a나 기〈人 (;1 나 모두 야 〕Er힘에 는 全

혀 F딘}↑}뿔인 發}띠{者→플의 이 야기를 튼고서 쏘는 것 이 치 매 문에 石큰불의 贊

態나 遺物악 펴土狀況이] 폐해서는 꺼지램첼한 點이 많으며 。]것은 週物의

↑토;洛 o 로 보아- 매우 ;델J파즈二려운 딴이 아닐 수 없마.

=. j휩짧의 꺼원造

A. 地形 및 外形

j풋有f표1 i띠핏떤는 f윌海현i띄j-~~~-::~단 폐7지〉FfiEiPh어1 있으P극 j싼힘4江 m二1 델E.}

j也넓의 딘당?폐아11 j立융흔하고 있마. 프[J 짜펴江을 건늬 벌리 끊L니의 댐峰[，U을

훤탬 할 수 잉、 c 머 깐 L니까치의 덤〔폈距짧;는 杓 20 퓨밖에 얀띈다. 그따고

형쫓뭔後T퍼 던U 전{l-m에 는 바료 金파의 i랜때、띠 • 'I떨많 c· 로부더 택긴走하-는 Iμ

줄기가 다7}·서 았고 그 j1[즐키는 펴잖밍되윤 꾀::\;덴하야 ttf펴江 rr: 그쪽으

j금~ 펀퍼하고~ 9l 나‘ 다시 말 81 먼 ljf 섣~f}_는 값펴EE고l 마찬가지프 펴 jB~JI

텔타룹 않U字장←?→←곧 둡걱썽은 ill껏i!:~뺨가 2jS펴와 j많때하는 파캠값上。'11

位뭘하고 있는 것 01 다. c 1 라한 地}펴的條셀은 梁l Li에서도 마찬~71 치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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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는 金海나 梁山에 있는 Jm따 lJ1 代의 Jl隊샤。1 이1 共 j띤펀 \'r:!'패댔件을 찾

아볼 수 있고 이 ;퍼상、G원 F타강;τ[ 깐의 JLE;뭔도 。1 러 한 텔멍II권代j쉰j뭘의 J'(.쇄I [I엔

件과 連關시켜 j영-察할 수 았윤 갓 갇마. 이 폐은 뒤에서 마시 펴허 71 호

하겠다.

(써 2)

지 않으나 다 1맛이 돋우라진 小l태 뭔j:l-:융

。1 루고 있고 띠폐의 li~션페으로부L다의

담는 적야도 1 마다↑않퍼;은 될갓갇다.

이 小[랜또는 띤젠낀 10'"1 터 假룹드1 며

그 쏘域에 렐치 시팔침이1 낌란갓 간은

보난 자갈돌이 낀러 o[ 었 냐〔폐 2) 팍께!

펀 Ti3읍은 \J}로 이 ;j ‘|피 Ii의 :h l 1폐 J Fl

;5IlTV;에 있 었다고 한즉 7[;來의 II잇j넣는

?~1:-핏띤꿰3f감온 j쿄쥐 페피ELI용fiir타r:rfl띠。 1 나 그러 크지 않-븐 짧村。1 며 논맡

으로 된 파積平J떠위 에 있도L 솔나무， 간나무， 뾰木 갇은 것 이 租보하고

있마. 支石첼가 있는 許R장는 이 핍I~현i띠:I t퍼섬에 았으며 이 位댐이1 20 除

마다 問 1꾀을 두고 쿄來는 두개의 ~t

긴치가 있였민 조L양이마. 다만 後파

하다싶 。1 許R&펀태에 있먼 ←→딴는

일찍 이 김材표 {9'!!디하71 위 해 MU필

淑갓되어 버리고 現在는 그 현펴피

어) 있는 또히 나의 t石펠가 남아 있

([펙 1) 윤 뿐이 다(폐 1).

石펀이 發見된 곳은 펜今 깨 끗이 }j섣

:!'ill되 고 그L위 에 Ei편의 끼 is 두개 블 멘

하르 처램 세워 놓고 있는데〔폐 2) 이

:!'ill팩은 人청에 한러쌓여 -~ 明 nt~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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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시베리아에서 보는 낮은 쿠록간 김은 뿔j土햄形을 가졌다고 합 수

있다. 그러면 이갓이 支石‘파가 아니고 ·템의 {눴~6 따핫이 었는가 하는 j파

짧가 생 기 고 그것 이 {따퍼:히 」二죄 。 1 없 었다 니 만큼 3z石델라고 斷펴하는

것은 묶음1-얼 것잔아 朴敬源a;도 支김차라는 이릅을 쓰지않고 편뤘石펀

첼라고 한것같지 만 이 두텀은 J.石이 많懷減失된 x:f=i짝라고 보는 것 이

좋을듯 하다. 왜냐하띤 디폐년 j펴렌에서 3支z;쉰石EEA》깐쉰으의1 _L石。이1 차째I作 즈또묘는 7石긍

; 을 目的으묘 破;평되는 것은 우리가 퍼깐도 땐템 .!i!..는 마이며 그러한 댐

狀은 옛날에도 마잔가지았오리라고 생각-펀냐. 또 이 石펀젠 바로 20 N앙

마 터 東l춰方에는 h石을 가진 支石차가 참;{:E하고 그 」그石우l 에 도 짜j평하

71 위 해 구맹 을 뚫다가 말은 浪삐。1 남아있냐. 그뿐아니 라 이 支石꽃도

路面보마 돋우라진 E탄二t形따j따 우1 에 있고 여거도 자갈돌이 無數능1 ;갈려

있는 것이마. 그라기 때문에 許a;가 정말 표프로고 있는지 또는 알면서모

른다고 했 는지는 모르나 이 자리에는 교來는 上石이 있었딘것이 途中에

서 減失되어버란 것이라고 맏는 바이다~!파←‘ 정말 옛날부터 上石이 없

었던 것비라면 이것운 一펜의 積石;팽。 1 라고 할 수 있 6 마 매우 l써1*있는

同평거리가 뇌겠지만 다j폐에서의 積石;隊은 둬에서 마시 ~(jijEz.하겠지만

春川뒀|죄띔것 以外에 {따젤한 것이 없고보니 。1 러한 南式支石감가 탠石

據에 젠關될 可能性은 었으나 。1 행평띈것이 바로 積石魔 그 自體라고

하71 에는 證據가 不充分하다. 上石下에 자칼을 갤고 그 全體가 小封士

처럼 돋우라진 갓은 大邱大鳳퍼]에서도 볼 수 있었다. 덤P 同地I닮第二支

石흥동의 外形은 마음처 렴 抽寫되 어 있다.

폐石(上石)下에 는 特練한 支石。1 없고 그저 ?F’石下 iEl1균에 결쳐 20

乃팎 40cm의 川石을 쌓고 있다 . 積죄의 範國는 댐石윤 다IJl)으료래 서

폐 5 마다 띠方에 퍼졌고(cr' U뼈) 다~.떳은 깜구 높아져서 Ii띤)띄R 다퍼페i페i으로 얻암;끼;기↑

{碩댔4셉F꽉{하 9았j으며 口마}치 f함힘a합;石갱據향의 f케形1ν5짖}싸싸을 。|루었는데 그 끓돼所에 젠石을

횟置한 外많댄윤 나타내 고 있마. (滅田 : 1938 :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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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둬에서 言及하겠지만 여기서 얼마 떠려7:]치 않은 딛1Jti柳想j폐땀I 外‘꾀

흙이

外形은

감여 있7:1

里에 서 1929年에 감정II ， 죄蘇， 士참융환을 낸 石힐S첼도

n塊플 쌍은 石j철 1J 1 숫한 |쫓起켜 위에는 거의

「젠L쐐하커1

않았닥. J

보다 싶은 댔펴的j파돼:E石필

(有光 : 1959 : 65-66)고 되 어 있다.

냐는 以上파 같은 여려 f원{t-우로 보아이 i%t칠E닫石평첼는 E탑해한 積石

;링。1"-} Ei폼초꽃가 아니 <,} 7C來는 l펴 (1)에 서

있、다고 堆測하는 바이다.

B ‘ 地下構造

뜰응 말을~ 鉉슴하c9 마그둡에게서

石室뿔블 直接 판 젓은 츄FE당의 夫人과 그 아을이 었 마..Jl 하는네 샅i者-카

現地에 갔을I매 는 그 아을은 없고 。1 머 니 밖에 없아 그의 말하는 것은 그

아들보다 덜 正械하고 擾깨;하막고 느꼈지만 그패도 마검 함께 띔뺀Jl!{파

읍 求fF;했단 部落~ 二， 三人01 았싹

음파 갇‘은 發햄經過블 *$合할 수 있었다.

볕pol 돌켈린 !뚫起빼帶플 籃j也해서 歷I짧으로 만플기 위해 뛰어1 았는

돌을 모두 뱃겨서 치웠더니(그롤의 分뿔이 宏ill히 많았까 한다) ::.1-맏에

서 긴 돌。1 세 개 가 11:列래 서 나왔마. 이 돌줍온 石형의 天;1:\:간。l 였는

디1 모두 l돼 (2)에 ←몇를 헨- 것이 二L것야며 이 地〕단에서 냐는 댄쁨이고

l데최것이 第-‘東쪽에 있둔 것， I떼東것이 第-"-떠쪽에 있든것이고 따맛것

은 띔今 땅우1 에 隨뭔뇌어있다， 월n 그들익 말에 依하변 天:J:H규三개는 따

F회15向으로 ;tt ~11되 어

는 것이다.

그밑에 있는 亦是 康西主뱅ra의 김튼블윤 덮고 았혔、마

처련

폐l;兌 떳카L션을 블。1 내 니 까 .，맡 에 사람 껴 '2-1만큼이 나 한 川E으로 房

ι짱갇 저、 이 l-}왔는더! 그얀셔1 는 아주 부도렵고 고l분 흙이 가득허 차

_1:記한 ---j띈j웰꺼뜰이 냐

?i 혔다. 그 래 ~흙윤 얄 간 rr] 내 니까 바닥 자칼돌-윤 갇은 곳에 서 웰一먼

저 :E織한개가 廢兒k1 였고 비에셔 그- [캠;단에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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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마고 한다. 그렌데 야 사람플에게는 石뭘의 正確한 사이즈나 강이이1

대해서 當;Frj부뉘 족혀 껴꿨치1하었、기 배문에 아푸란 。}이다아가 없고 그걱

四탤의 검이논 사람 하나 들어걸-만 하였고 지갇이 찰런 바닥에 컸、을 때

는 地表씨서부티 샤람한찬가량 되었막는 갖을 記t단할 뿐이었다. 또 週

l찌의 tE}:1;位원ell ~1래 서도 포혀 캄 캠-하였 마.

그러면 以上의 모든 뻐部에 품J해 서 '10현測을 하키 때에 띈者보다 훤신 먼

저， 또 아마 어마니가 아냐라 그 c}플어1 제치 댐펠를 들었유비 分明한 朴

짧〔迎E;익 수↑1'(文 을 먼저 관 J￠평가 있다. :t 1' 1ff!zl까、E;의 이 주「헬어1 對한 파

§Jj全文판 다음과 갇아.

「堅7\石훤 ...죄室의 Z덴따은 長 7 - 5터(2 - 3마다 {많웰)， 福四R(I- 2마

다 )의 넓 。1 로 j파面에 는 밤자갇(편石)-윤 杓一τ， (3 센 치 )의 두께로 깐

았고 四方의 (WJ )'}훈은 던然石즈LiEL 쌓고 天꺼:4E 담然↑핏:t: i 三채~틀- 세로

파ZYlj히& 덮었다.1=1펀의 갚이는 줍\'써 Ii할 수 였었、1냐· 大1띤tili쫓펴에서

3-4r~(~ 마다〕 程!효‘였다고 하며 7::;띤의 듭파Ilr운 IE핏에서 평늬tl테오

로 링f=14 플。 졌는데 그 *~-j선이1 서 끼::n土쐐 ←→4떠l分으l 1싸片파 죄離， 싫퍼

$잉‘ ↑뜯;;판술이 잖J'(l.되 었고 김젠의 녀 l셋핍位어1 샤 맹편짧石웠rJ 01 I손잡이」블

jjJ€ lIell하여 發룹L펴 었닥 SL 한다‘ 아마 屬體는 펴5方을 행位로 하여 安랜불

51 였」고 T:1 ~IJ은 그의 7극뚜i김位어1 허Ij穿된 잣 인듯 하다}J ct、f떠源 : 1962:

234)

01 렇케 朴E;가 얻은 情뭔어] 값하면 石펀의 즙은 2 - 3마 틱 , ~l댐은 1 .

2 마티 갚이는 쇠따쫓下 1 마다 fa띄:이 된마. 그런데 웹진5까지 남아있는 곳

井石윤 보면 第一石。l 펴下어1 파윤힌分을 즘I'뜸〕‘해 도 갚 2 10]터 假뭔이고

最大!!품 0.6 마다， 둔께 0.2 아터， 第二죄온 스長 1 ‘ 5마려， 最大꽤 0.6마

터 , 두께 亦끓 0.2 마 다 , 융티三石 찌;fE ;꿇大長 2 마 머 程度어1 웰'*樞 0.6

10) 1:-1 , 두케 0.2 바 다 。1 며 朴E;가 플은대로 01 天井김플을 石펀우1 에 E?i

圖하지 얀고 새 로 悔발하여 도 그 김펀의 長은 第二죄의 폈大長인 1. 5 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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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보다 작고 全福은 最大1偏인 1. 8 마터 以上우로 될 수 없마.

도리 어 이 三石융 우리들이 흠홉通 보는매 로- 石펀 위 에 1평架하였‘을n게 石

형의 1파大-&은 三FI의 I).洞II폐J돼려을 f合암헌 1. 8 김마1 13다1 , 좌행i

1.5 마 다 j로료 주될설 수 았<'>며 , 그퍼 야만 石편의 長따。1 東西로 된마. 텀미

나는 댈쉰히는 꿋井石을 該댐표 하C규 發t'flf휴플의 말윤 물라 치 고 。1 石떤

의 f늪은 1. 8 01 131 에서 패i꾀i 품-찬칠곳응 若구 떠;힌- 1 ‘ 6 01 다힘， ~띔은 1. 5

σl 더 에 서 天井石。] 든든하기) j휩판얻어1 갤 치 기 위 해 必홍￡-한 장~iJ 4"-'50 센 E}

즐 除한 1 마더 팽팽였다고 보는 바이다. 그라고 갚이에 對래서논 7G:l也

表로부다 바닥까지가 시람한길〔따 1. 5"-'6 마머)程度았음을 是띈찰에 〔이

點은 삽잘할매 한킬되더라는 歡三人의 共通된 즙품言에 {衣함) 그 1.5"'6 마

터에서 最上 j함탬石합의 깊이〔大略 3-40인티젠度) 또 天井石의 두께 20 센

타흘 除하면 ] 바서가 펠까빨까하는테 5krfii낌iY극;원로서는 7시li\l의 써즐 -'L

아도 0.6 미 터 程度가 普通이니 그렇게 보띤 않上떼의 積·15層 두0"] 가 좀

뎌 컸던모양이마.

「可如든 이 石펜은 1. 6(長) x 1. oC個) xo. 6마터(길이〕 첼땅의 9£)ι→5펴

j갚셔 人셉「大의 풍글둥글한 川石(챔存)을 쌓서 E믹휠뿔을 만-들고 ~L 너1-닥에

는 작은 자칼-을 낳고 위에는 싸石三板를 U울겪전한 것이라고 알 수 샀매

:Li:-)고 四웰-을 쌓은 Jl!石의 自然石임은 틀렴 없으y- 夫井石를운 精誠플

어 서 다듬치는 않았으나 틸 • II-품이 모두 걷-고 또 그 形편로 보아 l낀、평한

자이즈에 가까운 졸을 探石해가지고 大略에라도 修整한것임윤 堆測케하

높 바이다.

遺物의 出士섬l置에 對해 서 는 월죠者는 그저 바닥에 서 주젓다는것 以外

에 아무 知識을 얻윤 수 없었기 때문에 朴하Ii핑~의 들은바-룹 그대로 받

아드리는 수 밖에 없다. 郞 죄댄악 I힘端에서 石했!lf)、外악 E쓸때이 냐)요.:Jl

김@이j은 혔U把블 *'데하고 r=P J멧;깨에 서 나 왔다고 한다. 경‘f단學이1 對해 서 는

쪼혀 門外漢이며 i:I:\士{立뭔‘나 選物의 方rpI띈에 폐해 서 아두 關心01 없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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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5落힘들의 Br득-을 그대 로 벤 아들이 기 는 떠做‘하지 만-은 朴꾀Q源1표f폐w매

로 01 애11첼된 ;[:人公은 1땅tt괄 하고 있었음이 플밤업、윤 것이다.

三. 發兒遺物

四

원‘玉

士器i"，

뿜잉떼據

前듬‘한 cl}와 갇。 1 시 :z1CCi깐에서 發템」띈 週物온 마음파- 간다.

醒젠石폐Ij

맹훤製石微 /\

그러면 마음에

。1 遺物익 하니하

냐에 매해서 項윤

나누어 考察해 보

기로 한마-

(1) 醒젤石했l

(3圖맞 4!펴參照)

禮白힘으로 J![\

化된 站板岩이1 黑

린l石理가 文樣 처

럼냐와있마. 죠섣갚

46cm 의 長大한것

이며 혔1j:f1'l가 11. 5

em 로 꼭 全長의

4分之 10 1 된다 (10폐 3)

l돼 4 의 됩原熊南石흰던딸-ff}士의 石劍l에 서 보마싶은 劍뻐가 쪼長익 三分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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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끓度의 것에 比하연 혔u把가 짧아지고 있長이 걸어진 것을 一見 느갤

수 있다. 이렇게 때좁-身이라할까 劍把가 짧고 쩌部가 긴 石랬o은 다른例

도 있지만 石劍으로서는 歐弱感을 주며 더욱 그것이 寶用器아닌 {義器임

을 느끼게 하고 있다.

=f先 YJ fH;의 1r;.!떻에 있어 λ:-] 劍l鍵가까이 가서 角을 보이 며 꺾 어 져 랬j錢

?써가 長二딴펼드츠젠Ifε처럼 딘 것이 눈에 따는데 이것은 따로 j했接한 김1

原의 石劍에서도 |폐 (4)에서 보는마와 같이 더욱 顯著하마. 이러한 形펴

의 종좋은 편州， 팩;쉴바土 I돼l에 1, 2 깨가- 았고(有光 : 1959 pl. 22의 6. 33의 2 )

업

}J}t

m
5

0

010

15

em
20 ‘ --

j없 有光 1960 PI. 34-1

‘-~_•••., _.--•••
‘ .. ‘ - ..- ...

/\

(!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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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地方에는 없는 것을 보면 그것-은 챈F낌式이라고도 합수 있을 것 같마.

괜히 그러한 三角씁形式죄써이 13 기ζ의 對」딴침)(잠:l ie; 1959 , pl. 35띄 1)나 :jb

九州(同띈 pI. 36의 2)에서도 짧見뇌고 있는 것온 이 f!한맺15렀iJ:Y:化의 (내r}jR~

블 생각하는데 좋은 데이바가 된다.

劍把는 JWi1돼←一段 j찌꾀;인데 一見 그

그 上]: jl」 H감 1\의 길이는 거의

놀라거1 뭔

감이

長大한 파]ij’와 Jeri향피E어1

같우며 27crn , 펀今 • iFdo1 그5
1

lJ!J쩔rrr떠으-로 꾀아 필」꾀n강 끼<I主펜

다.

-부"-'1 져 把행테破l수은 ff;fL꾀 고 있는데

쿄 의이]서 한쪽윤 뭔-은 것 갇다. 그런데 J퍼댄익 파i쉰어1 딛-이라한 파빛

J블原죄찌에샤도- 程}파는 디-프나 걷은 {떠 j데읍 괄수 았

j딛原-金海樣꾀이 라고도

딘然的언 形도자/fC

의 斗出은 페!(4)의

고 。1 려 한 짧폐的形꾀의 石劍은 至今갇아서는

할수 있윤 것 갇냐. 이라한 斗出은 網텀j은 石劍의 tt:
....L..

오는 統핑:라고L 보아 야할 것 이 마 기5式1젠으~군 가장 後꺼{젓樣

그려한 풍:f;잔 과‘

@p 日木 [lr 口縣久않에서 !되土

←→페‘젠으 f츠 변펜

는 댐쥐싼化에서

式엄은 플렘영、~든는 것이지만 냐는 삭기서 ;111形펴며겠U ~1=1이l

~H띈 f맨편가 있는 칫은 팎}?;j해 두고짚다.

斗U:\

。 1 퍼한 이→[너。 1 판 Fi셋11°11 젠

;1핀關。1 7J、

ff Er보 겔 7l1

폐가 있다(덮II! 1632 , ~똘굉Ii꽉fjN). J띔끼iJ에셔의

해 ↓떳做퍼 었마고는 速斷할 수 gj z1만 {~U ~~:'j 튼

펀 劍把가 딛-렌 여개폐u에 는 wiJ t띤댄어}

.1::::I_ ./ζ
I--iτ

까
기

J
”P
•
U

을 것 걷마.

(2) 팬폈石敵

그대 두개는- 小Jj2。 1 지만 닫아지 는,) 1 1-.1
ιζ -- i •컴if)合 8 -fRTI5jo:破片 25펀形 6

12.5cm, 11. Scm,細長한 有짧WI!꽃形이며 各씀 18. 8cm , 16cm; 14. Scm,

갇:形도 石쨌j의

;젠部와 ↑gn끼하며 이 石?]1。 1 냐 石랬。1 니→ 묘두 j태 퍼l -(l띠센 또는 石鼎J:::딸

에서 만든것이 플텀염 다 工렌깨 쥬씌쉐사〕E 낌가 니 Jj] 7든'r;i/，: 이1 았어서도

f양펀F틴갓 괴 1짧f흉한 j델]평것、 이 꼭 갇요며 〔댐 4) 그 두 주I템f테은 J: 1%은 EE

;품 받-릎지도 몰라도 짚퍼-틴떠地 I돼익 11따域야1 ),-1

괴「 갇~ll. {~ljR 탕익

同-→ 石땀템에 댐하는

llcm 의 걸이를 가지고 있다. 石‘혈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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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갤fir되었음이 플림없다. 그런데 이 펴帶에서의 ;꽤板岩문흉펴는 馬 0~-핍

써1-1 까 하핏맺김器는 도러어 듭lEU따75 에 λJ 익안듭어졌을 PJ짧햄이 많마.

뻐듭한 石微은 }끊fEj현껴따1J‘어1 시도 나오고 있、지만 이 領南鍵과는 마드

며 또 여기에는 小핑것도 二찌가 있지만 ?:I i텅週式익 쫓形鍵괴-도 다프

다. {nINl튼 c'l 녁 한 ~[~~:치 표7시한 잔짧;온 떨때3딸에 서도 다른 t따꽤에 서 는

이직 나오지 파F고 있으1016 ，em피→ 한 ;;;j1 ~l 댄金海괴이라고도 ]쉬名할 수 있

을 것 걷다.

(3) 뿔 Eli

淡綠色앗EOlZ 침땐。]며 。1 꾀한 찮E저뀔i은 慶尙j휩週 →帶 -'"-1 慶尙系新網純깜

7jJ:Li~t팩에서 나오고 았는데 이 젠石의 JE確한 E5F촬地는 딴수가 었다‘ f완

i힘꾀”도 5t1'f 바!껴~.!;에 包fi펴 지만 이 컷 비 바르E JF섣?쫓멀所塵。1 나 mgVF。! 。}넌

은 거의 틀림 엽 cc}. 15器와 한께 f꾀죄떠에서 씀!fF뭔 잣。기 {젠來펀 삿。 1 L'}고

보아야 하겠마.

4뿜i드의 크71 는 各各 3em, 2em, 1. Scm 며 훤챔은 各各 a. Scm, O. Gem

a.5em 표저 I쉽‘햄 a.Scm 짜리 에서 떻孔짧。1 O.4em를 보식고 았다. 합Jl

판 「띠폐?따야며 金펴 rc~ :탱행」，{1펴야Pi 좁없폐견작와 함께 1+온 챔 j~파 갇은닙1

金뺨것 은 서1 개가 _1:2..둔 갈이 Zem 또는 二L 末펴야며 ]강핏띤것의 ;第~‘ -븐

걱 \;l←마 착다 . (젠 기、 1933 : 15)

~?머내라서는 이러한 첼:l도은 石짧n쉰태부El 있으며 그 짧昆列블 추펴

보변 다음과 갇마.

1. 댔北뿔?Jl쾌lt'#족L1페[:?Fj同貝j렀

짤玉 2/펴 찮펀fSca gr$n1 탤玉製 (f명物챔陳列品띔짧第 6)

2. 平jCLtPF那n닷!튼탐표E !티形감뼈-

함玉 27 꽤 챔j조핏 낀 함 g;3Scatjnl 펀 8:g3;B93gZ껑이J:::'t: 194 1)

3. m힘i댄짝}I I쉰꺼JRj[;]테 Lι{ 티]띤 딴1=1행

첼玉 71Rt: 쩡크조製 참 63g:E1b?ag누 (겪 :lt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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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江l평道江俊킴jj닙→文vft橋;項펄土中에 서 훨石댔 劍把댔石괴 함꺼1 쁨~["

행붓혐( .=f 8 11레 C 5l;?¥:는 10餘{떠 長 O. 9~O. 53em 젠 0.3cml퍼 IJit C침·光 1938)

5. 행南金海템~팅및貝청한 寶相(鋼劍i1}함께 )

쩔=ε셋 3떠，파 2em~1. 94cm , “ O.l~O. 65em C樞本 1953)

管드F.운 드즈l래[용{.~古댐、에서 도 發兒뇌며 金}힘;隊에서 는 뿔玉， 」띔}싫， 유리

製品들이 , 金칩j칭〈에서는 J:l굉腦製!되i만이 22 個냐 나오고 있다묘두 2살이

2-3cm 챈]포‘인데 이 렇게 三國U뀐지로 듭이가면 댐l잃製가 많아지는 것 이

注意된다. C갚침ικ 랜깐 iO2) (jifl항 해띈 : 84)

{可 Yr~1든- 우리 나라서는 힘;玉-은 石땀H쉰代부터 닙=it같til관 1~까지 오리l 쫓:J+J되

었우며 떤행H팎℃의 iJU호 마루어보면 그 샅;玉플은- 댐、節i:'E으로서 P펀티}되

었음이 分대」하마.

材料上으로 보띤 김감샤H쉰代는 첼느li 製가 떳1f~的。1 고 三國n낸代에는 碼l입

製j료 變하는데 3원펀밤에 나타나는 Ffr~멤 챔玉。]라는 것 이 쉰죄名요로서

의 첼玉(Jasper)을 꼭 밀:히는지 그렇지않으면 그저 평E딘이라 해서 쁨판

。1 라고 폐장l했는지를 알 수 없다. 다만 )펴北松li'F洞것많은 寫륜으로보아

도 조펀드E임이 틀렘없고 金海씀1밴띤것도 얀\01 r땀댐린이리고 하니 뿜玉입

이 分딩}힌것 같마. 그런데 우리 많핏패것은 및f은 폈JJ(침핑3인데 이 것은

말하자면 뿜玉代뛰l뭔l이라고 한 수 9)지만 따記딴 딩TN띔 첼玉~P애는 。1 러

한 폈E씬담製도 섞여 었윤 깃으로 점작펀다.

뿜늬딩핑붓월;드E은 우리 나라 :WJtB企돼文化의 影쩔을 받고 이 라 냐는 H本의

gm生H찬{-I;에 셔 도 많이 나-바냐는데 그 前뼈에는 長 1 • 3cm 의 lj\形이 지

만 ~P期로 플어가면서 낀t次띄E 長*{~해 Scm되는것도 나오고 또 ;서料도

l띤期부터는 핍石젠品이 않아진다고 되 어 었다(ttl껴考핀學大系 타木 n 鋼깐:

n풍代).

한펀 滿에의 亦U짧의 KIT 1~1J文化{±탬 til 에서 長 3cm 程탤의 「淡웠린 弱

玉」갇은 돌로 만든 셈:玉이 냐오고 있는데 이 淡綠色管玉은 아마 歸FJ(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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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系 홈銷文!1':，의 影釋음 반고 였으며 해i峰紅 l니後文化카 다시 때記한

江界箱形石탬文j~와 휩삶製l뭔 몇 石탬악 樣펴을 i떤해 結合도1 고 있「읍-은

이디l 有光數→-敎짧가 指橋한바 있다. (有光 : 1941 : 169-171)

그런데 이와 같은 營玉이 바로 그 시에라아의 마누신스크의

것 이 며 CJ.Gaul 1943 : 175) 우리 는 우리 나라

함께

시베7jJ;~짧 ~T‘ Wl後文化는아넌가 생 각된다. (뽑田 ‘ 水野 1938 : 35) 여 커

주룹\iJ짧R란

{안 쿠르간애저 發兒되고 았는

의 섣:玉6 1， 뒤 에서 마지 그 파制오1-뒀石]햇듬즉及하겠、지 만， 石{f: ，

다l來하고 있읍을 말수 었파.月erg댐 사버1 리 아의 Jc方系]휴鋼文 j~에

(4) 土짧!t

士‘器까-은 現끼H~)슈‘이 있을뿐이지만 JG來는 二G餘까cl 며 t꽃감하면 7/6

器가 된수 있을것같았마는 發柳쭉블의 말이지만 無知로 낀l해 모두벼

는이시

것은 寶로 千萬多 흰이다(평따圖).

이 土댐까-들은 모두 醒化짧플 表페에 철하고 暫}짜한 R~~벼 젠}든H땐}府 -J一

-~片 플어口 I緣펀p}엽、으나남은것인데 짧i~部는때까-만이려저

캄tiS- 1.f의 이 른lJ} 월國Kl[附。 1 며 *원選된 R쉰土블 쓰고 짧많댄는 O.3cm밖

얀된다. ~첸에서 보마싶이 디戀j쇄가 外닷하고 있는데 그 形能나 두제에

넌!띄;ffi3/닥튼읍첼tI~士品， 金海會뼈里石室꽉出土짧 또는

1=1綠굉[\와 잔으며

가 짧往으I 發!f~때인

以上 三例가 亦是 모두 갇大Jil)大le↓f템支石}핏센l士‘꾀의

&~장-멸士뿜우리도 H장f겨떠으로 서보 ;L볕關되어 았기때문에←은r F디떼이며

그 정면iqU가 下魔上俠의 함-힘있는 鼎도 l행形온 小形의 l태)꽉長fjj11 으로서

形。l 였으리콰jl 믿어잔다。

그 分iT:i는 찌分↓껴한데fJI띔가 들에온 갓이

:it과 辰~1~Mgjtj현에 터{얹되 어

랩國의 *T!{l비는 1힘滿써의

있는것 이 댐採하다. 子先 f핏쉰rsf딱로 들어 와

f함海챈을 다고 해다‘:j :t따/j‘우로 듭어 온것 같 c 며 강낀P템地15‘에 서는 죄쥐섣 U품{~

건너F[隔가 다시 마다룹

I띤接: 祖型이 표l 었 다(據 11~ :

。1

ij빼!t:L:짧發生의

그-리고盛行을 본갖이 分에]하다.

들어가 거커서

末J期어1

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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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쉰-鋼유%，m해f딘도U鋼@@]，웹‘ JI5;·7it슴속에 서또 對馬댐에서는1948 : 82~84).

f제가 있 다tCJ:曾m : 1955).。] 江l~태가 發『뜨린E줍4젠펀괴「 함께ff色그날，

(5) 품鋼꽉(I웬 3 右폐 三{때，폐 4 右폐 」二)

알아 폴수 얹게즘 되어 았다.三폐카 므두 絲化카 합해 댄形을 거 의

그대 第」큰至今 팬j족~各 5.7cm, 4.6cm, 4. Scm 릎 냐각피고 있는데

옳쫓폐가 一하;; 원어지 7]는 하였으나

패)쩍페5블 남7] 고 있어 J땅땅윤 그나마 얄。]- 올수 있다. 월P 斷떼l‘

짜리 (I폐 3 Jτ1'i유 , I샘 4 右 h)는5.7cm

립平짧形

켜
「」

춰뜯겹15 및

l패形의 經함에 兩쩔。1 탈리 Jl. it較的 긴 炳쾌가 끝에서 斷lfJ

으료 된 形콰야다. 鋼띄은 11~ 우 나쁜듯 하며 더구나 所5뽑 휩鋼病。1

려 만지면 가루가 녁라갤 程헬다. 마치 宋。1 나 高꿇R쥔、代의 짧깅錢。f ~쓰으
-, 2.

이 없히質은 全南띔펙컴G 支石흉에서 냐온 「組惡한

띄웰j짧品파는 달리 地方에

었을때 갇은 텔感이다.

:젠l텔J(참3G : 1956 : 62)을 폐想시키며 燮秀한

서 만들아진 것[암을 행Ul11개 하고 있다. 마른 하나의 쩌며$뭘cl웹 3 없펴據미]

歐↑힘섭E가 [탑l힘形0] 며 鋼質도

생각된다.1휩靈形徵。]라고

-n해)도 完形플 알아 볼수 없을 j땀:度지만

꼭 갇아 亦몹 어느 갇은 τ;陽에서 만플어진

그러 나 세 번째 의 淑CR꽤 3 中잇)은 鋼동탓이 古表面어1닫뇌헤 if.=-.휩와는

細形鋼댔IJ 0 1된白펴으로
B

댄
있고싫려色 나는 녹이 部分的으로 남아

녹이 홉

ell 슷한

그래도

그러나 아며

마만보는 따위의 網質엄을 딸수 었、마.나 r=P國鎬에서

영는 것이 週편이다.하고 따팎되 어 l행f~을 딸수

鋼이었음은 플림없우리라고 맏어진파.

以」二의 三댐의 쉽;￡族슨 。1 웹 f℃의 $떠驗」ijE서 II용一한 實(Jir]이 E녁 더 구냐

그것이 支 E첼에저 15겸상， 土않외 함께 나온 것은 메우 重횡한 事寶비라

形態의

그런것은뎌'I r랜얘 기1 는 따페辦01 1..]- 웬b껏은 모두 F-fG1짧C 11겨그련 lej，하겠마.

τE r용Til한

三 f던織 01 Til

쩔혈?갓다f:땐에 세 도 r9?폈Al η{ 發 見피 고 있 ，，]-(렘 f다 , t@原1947 : 15)

?채핑5J규l 一1톤j뤘物속에 틀-야 았는 鎭鐵]E

l딘‘ f써야 마. (땀原 , 면양m 1947 :「P!햇되;爾으료λ1

각:jE f 댐)쉰 ~J~ iJI，~~며의

이
「꽤

니
「앞서는樂r뭘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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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1 1)

이렇게 中國式鍵은 三껴離인데 對해 우리 파핏먼‘鍵은 兩聲鐵임이 對

照的인데 iT原i헐션:城에서 發見된 鋼鍵鎔짧(梅탱， 魔 bII : 1947 pI. 40 No·

185)을 보아도 그것은 三껴鍵이 아니고 兩覆敵이 다.

그런데 滿洲遺東半쉽의 q삿츠유城遺趙에서는 鋼敵의 거의 全떼가 l띤國괴

三꺼鍵인데 그속에 少數의 兩짧形鐵。1 들어 있마(收후城 : fig. 8). 그리면

이 |兩護鍵은 어다서 왔는가 하는것。1 問題가 되는데 前記한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에서는鋼鍵의 全홉~가 兩靈織。1 며 그-中에는 우리 핏逢里것저

럼 鍵身이 j면刺가 없고 全形이 다。1 아型(짧핀)을 이룬것이 있마(J.Gau1

: 1943 PI. XIX N0. 58). 將히 이 다이 아形은 마 누신스크 쿠록간 第-期에

屬하고 同 第二期에 플어가변 兩寶下端。1 뾰죽하거1 通刺로 되는 形꾀이

出現하고 있는 것이 注意된마. 흩n 우리 퍼漢멍《鋼鍵은 P] 누신스크쿠르간

第一期形式임을할수 있다. 쿠르간 第 1期의 實年代는 大體로 西紀前 8

l탠紀項빼後라고 看做되고 있는데 꺼論 이 年代가 그대로 우리 f양、~밭에

을어맞는 것이 。}넘은 말할 것도 없다. 何如튼 평漢띔 文化가 ↑환玉， 鋼

鍵윤 通해 멀리 시베리아 좁鋼器文化의 傳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興

味있는 事寶이다. 01 點은 또 흉옮u 그 自體에 있어서도 認知되는 바이며

이것은 뒤에서 다시 論하겠마.

四 . f훌漢里 文化의 性格

以上 出士品에 서 보다싶。1 01 몇漢별文化는 根本的우로는 南韓 特

有의 南方式石뿔社會의 그것야벼 그것을 감劍과 右鐵이 代表하고 있다.

南韓에 서 南方‘式支石첼를 營핀한 사량블이 바로 맹펠製石劍I文化人。1 었음

은有光敎授가 띔網한바와 갇다(有光 : 1959 : 69-70). 그런데 。1 뺀펀감

劍人들은 支石첼以外에도 箱形E챔， 箱形石室 갇은 촬法을 使뛰하고

있다. 有光敎授는 1떠形石혐 또는 石렬 갇은 無컨f士瓚 위에 巨듀을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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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 바로 南方펴 支石첼이 며 따'4서 그러한 無封士합。1 支石젤보다 3T~

式的우로 앞선마고 보고 었、카〔有:7'6 : 1959 : 70). 우려 끊漢핑‘石렬웰도 켈C

은 그러한 無封士짧。l 라고 볼수 도 았겠지만 補造에서 말한것착럼 나늠

이 무덤윤 上石야 滅失란 支石잖라고 斷定하였마.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생각할 것은 식려한 김챔。1 냐 石室。1 南협에서

自生한 것이 아니고 北韓에서 퍼져 나}려온 것이라는 點01 대. 또 그 北

韓의 첼땀U는 南펴W를 通래 시버1 리아의 주탑:鋼짧8한代;첼HIU와 j뽀챔되고 았

다. 우리는 南式支石헬가 南韓어l 서 發1::하았다고 생각하여왔우나 1945

年以後의 ::It챔에 서 의 새로운 짧見은 ~t式支石에 서 南式에 로의 평뺏。1

北휩i에서 始作된것압을 얄려주고 있다(金元龍 : 1952 a. b). 때 平南江西

君F>普林때臺城뿔어l 서도 黃페합cttM~블에서도 南式支石塞群이 융종見되었

고(李 : 1955) 또 랬海道鳳山那 個1水區解故村의 一南크치 支石첼에서는 細

形細劍-口가 發見되 었다. (李 :1960)

힘P ::!t~l찮에서 石相 또는 右른즙을 地下構造로하는 rfr짧南式支김첼71- ::I t

式支石흥푼의 아이 마 아를 받아 偶然허 發生하고 그것이 i휩으로 와 南쪽에

처 大盛行을 본것이라 하겠다. 그러냐 石뺨， 石室에 支石과 結合해서만

南下해온 것이 아니고 支石 짧生以前에도 내려왔 6 리라고 생각되지만

至今까지의 例가지고는 南式支石활時題以前무로 올라갈수 있는 石혈。1

나 石植은 없다. 도리 어 그러한 김稍。l 나 石훤은 支石華期에 盛行해서

三國f받代흙;廣의 主體構造로 發展해가고 았다. 特하 아직 報告文으로셔

짧表된 것은 없지만 金海那大洛‘面 또는 薦山鄭內에셔 *-群을 야루고 껴F

在하는 無封士小石室흉는 三國렘代初期 士짧플 내고 있우‘면 三國B좋셋初

期에 가서 支石塞의 上石。T 없 에지고 {웰次로 三國R풍代?받햄으로 移行해

카는 過程을 보얘주고 있마. 그러 71 매문에 냐는 石植。1 냐 石렇햄은 거

의 全部가 支石幕의 主體構週였으며 上石없이 發見되는 例도 행漢m.처

럼當初에는 上石。1 있었딘 것야라고 보고 싶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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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커서 한가지 생각냐는 것은 前出한 江原遭春川째外果田里의

積石爆이 다. 이 積石據은 學術的A로 융훌햄은 되 지 않았지만 小石室을

川石으로써 小封士처럼 덮은것이며 이에 憐接해서 北方式支石뿔도 있다

(金元龍 : 1961 a) 이 石室속에서 石劍， 石織， 管玉이 나온 것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홉n 이 石室을 가지는 積石魔도 石劍， 石擁을 通해 南

쪽의 支石첼와 連結되고 있마. 特허 賢玉의 存在는 그것을 더욱 彈調

하면서 이 石相， 石室 모두가 北方系임을 말하고 있마. 또 構造條에서

말한것 처 럼 행漢里石室塞는 小li처 럼 된 封士에 자칼돌이 많이 Z갈려

마치 積石爆 갇은 外觀을 가지고 있었음은 果田里積石埈과比較해 더욱

兩者間의 連絡을 말해주고 있는듯 하다. 이 렇게 행漢里의 支石흉는 實

은 根本的으로는 憂制1: 시 버1 리 아의 주룹鋼器文化에 由因하고 그로부터

南播해 내려온 一末端임을 알수 있다. 이點은 여기서 나온 마누신스크

式 兩覆銀鍵을 通해서도 알수 있다. 여기서 냐온 紅關도 그것이 元來는

南滿洲에서 시작해서 威鏡道를 通해 東海F륨을 타고 南下한것도 앞에서

말한바와 같다.

f훌漢里의 石쨌]은 그 形式。l 特別하며 쩌M흉한 有훨鍵파 함께 냐는 이

것을 金海-릅原式이라고 假命名해 두었다. 그러고 主要石器製作地로서

馬山， 팝써地方을 推測하였다. 마만 여기 石器들은 모두 形式上 애우

짧達한 것이며 플림없이 副觀品이나 其他 構器로서 製作된것이며 H흉期

的으로도 後期에 屬하는것이라고 짐착된다.

그렌데 南轉一帶의 特훔한 廳石劍。1 細形鋼劍을 模做한 것 이 라는 點

윤 야 p1 常識으로 되 어 있A벼 。1 細形銀혔u人플은 ~t쪽에서 내 려오는

外來Aol 며 그플은 士塊활 라는 特練形式의 養制를 쓰고 있음을 二次大

戰後의 北韓에 서 의 發見에 依하여 차차 알게 되 었다. 나는 慶州入훤里

나 기」政里같은 좁鋼器一括出土遺體도 이러한 土據塞였다고 推測한 일이

있다(金元龍 : 1961 b). 또 같은 論文에서 이 細形鋼劍文化는 華北長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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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쪽 熱꾼[±따方‘어1 저 :lt15‘도1;펴:때鼎文化외 r1-1 國戰]펴 fI쉰 it 文1~:7 L 合처 셔 생

간 것이며 이 細形制랬rIA"1 樂[닷那짧띔以前어1 텅n 팩;띔前 3'"'-'4 t폐딘랜에

平꽃평·로 둡어가 폐次 따下했고 체히 樂浪那設훤~d後어1 大뭘」믿료 南‘쪽

特허 짧i훤f也)'j‘오로 갔마고 推測하녔다. 有:)'6敎授가 :i?r J댐하9- 섣이 g빨캘

石劍은 이 鋼했:J人i떠;함으1- 1보來의 3!C6젠人社會의 對立하는 두 웰헬文↑ b

속에서 생겨난것이다 C~光 : 1939). 따 파죄핍社曾와 鋼했[Ij!fd:협는 서로 交

流가 았으면샤도 껴ζ핍8J우료는 서후 4콘 x化隨아1 A힘하고 았마. 交

石꿇社會도 껴i필II낀우로는 뭘-鋼器文1~지만 그것은 鋼찌l보다 앞서서 우러

나라에 들어온 시베 리 아系퍼:웹文化의 末流이며 後에 들에온 떠i짜‘洲의

細形錫劍;z1~ tp 中國°1 加야된 좁鋼文化와는 다릎것이마. 나는 石劍괴

함께 나오는 石鍵들은 아마도 시버l 리 아系 兩靈;몫을 祖型오로 하고 있다

고 생각하는 바이 다. 따 뺨製石歡01 냐 石劍은 꼭같。] 좁폐器플 본I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란더l 여키서 한가치 注意할 것은 。1 支건젤文化가 그

랭거l 시버1 리아좁i拖文化의 커5流급}고는 하였지만 그젓은 짙1펀으로- 시베리

아系文化가 아니고 여기어l 또 華北石器H흉:代의 文샌 닫U 댐히 l굉 III文化우1

影響도 받고 있마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는 여카셔 야 點어l 對해서

까지 細論하려고 하지 않는마.

五. 網 프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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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용짧(0 1 것 亦是 支石젤) 石劍이나 石鍵과 비슷한 順l데을 보이고 았어

나는 이 러한 特썼하게 〕彩뇌;化한 石劍을 金海-심ltaiI。1 바J1.. 假命名해

부았마.

管玉은 疑찌감댔。1 지 만 때짧形鍵과 함께 그것이 北韓， 폐滿州둡 通해

멀리 시베리아 u] 누신스크주당鎬짧文化와 連結되고 있마. @p 01 石펀첼

그 自짧가 石‘뿜첼외 함께 例블 둡면 平北江界의 시 버l 리 아돼주당펴器플 내

는 箱形石혐괴- 連結되며 그것 이 또 u]누신스크의 쿠르간文化로 連結되

는 것이다.

이 시 버l 리 아系 춤폐文化는 꺼論 華::I~:t벼 15‘의 石짧:文化와도 섞 이고 있

A냐 그 둬 에 들어 오는 細形鋼劍， 士J써찮文化와는 本來 異質的인 것이며

兩者는 서로 交流하고는 있우냐 그 社웰는 ‘種의 分離된 存在였다고

생 각된 마. 뺨製김劍은 前者 겉n 石힘， 石室， 支石휩人 들이 細;rf:;鋼劍을

做製한 것야지만 石鍵은 아마 덤己너1 가 本來 가지고 있고 또 未熟한 til:

術이 나마l델接 짧造할 수 있었 던 시 버l 리 아式 찌갱좋중싫펴￡族읍- 줍.£ ~iX製한 짓

갇다.

이 支石웰의 主A公。1 살J1.. 었、던 H용代는 支石활時期後期 아마 西紀後

2 . 3世紀煩이 아난가 堆測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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