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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東때文化交流 

] oachim Werner* 

본 東西文化交流考古學 遺物을 통해 

동해 遺物을 考古學

직접직으휴 야마도 왕조의 구l 족층 고운은 규d韓의 신라왕조와 일관의 

고고학적 자 앞선 시기의 역사와 문화말달의 기장 중요한 불교 수용에 

료이다. 

유람 특별한 관섣사는 중분와 북부유럼에서 기독교 수 

수용과정에서의 장례관행의 변화이 

고고학자들의 

용과 유사하게 관련되 는 고곱종교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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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야는 부장품을 갖만 서양의 

바뀌는 현상과 u1 교 

풍부한 누;상품들윤 갖먼 한국과 일본의 

이 점차척으로 화장3파 대치뇌았는데 

텀플이 아무런 무던 장식 이 없는 교회 

덮여 커다란 흙더미에 

주변 묘지로 

될 만하다. 

부더지친욕 주딩 
’ 나 μ 1 '1:::. ,--고고학자뜰은 진라시대와 고분시대의 한국과 일관의 

취급하였 또한 문화사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연대기적 관정으로부터， 

고고학적으로 u1 교한 극풍 콩료틀에게 고고학자플은 자신의 

있어 

유란의 다. 

흠-미로 무lfi;상식에 어띤 'í'1 족충의 만한 5， 6세기의 한국과 열본에 

다른 세계에 대 장례관행， 그리 고 불교시 대 以前의 종교， 있는지‘ 품。1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는지 의둔올 채기한다. 한 생각 등에 관해 

후에 장사되었다 

이 캉의의 뜰1괄;생 

이는의 

26개월 우녕왕(501-523)과 그 광비가 죽은치 

공주에서 발견된 무녕왕릉바에서)이 

백제의 

있는데 못아 박혀있는 챙등 선발을 신고 

는 것 (1971년에 

왕은 맏 B1 닥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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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함 바 없이 징페에 사용하기 위해 득벨히 7、11 주띈 갓이다. 다}펴서 (15 

개 정도의 예릎 들어) 한국과 일관의 무→딘에서 만2난늬는 챔픔신1괄꾀 황 

금으로 만들었띤 신벨이 놈의되어야 한마. 

원칙에 매한 해석의 한 보기 ji써 천마총이략 블리든 신라의 155호 고 

분이 분석될 수 있다(나풋잎 모양의 장식이 된 금관， 금으로 만든 신， 

시l 깃털 장식의 금관， 여 러가지 모양의 주술닮(locket) 을 단 허라 l니 등) 

샤머니줍적인 의미에서 자작냐무 컵질에 二L려졌먼 잔라도를 확함한 맞 

몇의 특정 부장품들을 해석할 것이 꺼기된다. 

더욱 확질한 종거는 5， 6세겨 알본과 한국의 푼덤에서 딴견되펴， 그 유 

사한 현 상이 Kasakstan과 Rhine間의 푼족플의 귀 족 듀L팀 에 서 관찰뇌 댔 

다. 

강의의 주된 목적은 종교사적 관점으로부터 신라시대피 고분시대의 고 

고학적 자료를 분적 하도득 극동의 학자들을 자극화려 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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