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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講演要듭]

環漸海t也域의 新石器時代에 있어서 地域區分을 기술한디. 그리고 이 地域區
分을 기초로 각 지역의 士뽑樣式을 비교했을 경우 현재의 각 지역에서 기-장 오

래 된 士器樣式의 土꿇製fF技術상에는 系統關係가 존재하고， 이 系統은 광범위
한情報帶로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거시적인 系統關係와는 달랴， 인접한 地域文化 간의 보다 직접

적인 文化接觸에 관해 陽東半島(山東半島)와 選東半島， 遺東과 韓半島 西部와
의 비교를 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개의 文化接觸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
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다음 生業으로써 地域區分을 검토한다 여기서는 石器를 중심으로 生業을
검토하고， 특히 遺東과 韓半島 西部와의 生業상의 聯關性윤 검토하며， 동시에
石器에 보이는 文化接觸의 실체를 밝힌다.
마지막으로 新石器時代로 부터 좁鋼器時代로의 이행 과정에 관해 環없海:t1i2
域 地域文化(地域區分)의 變容을 크게 두段階로 나누어 모델회해서 제시한다.

*

이 글은 1995 년 11 월 20 일(윌) 제 57 회 공개강연회에서 宮本-솟 先生이 발표

한 요지문이다.
상 九州大學文學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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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선 環漸海地1或[흔 新石器時代의 士器樣式으로 보았을 경우 山東， 폐北， 遠

西， 選東， 한반도 서부으로 크게 地域區分을 할 수 있을 것이다. 地域區分은 거
듭 細分이 가능하고， 選西에서는 薰lD， 大遺河流地域， ν7Lνν 河 以北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 다 違東에서는 吉長地區， 適河下ì1Jtt센域， J..쩔東半島， 배탱綠江沈
域(西北朝뺑￥)으로 나눌 수 있다， 山東에 있어서도 隊東半島와 그 以西의 山東地
域으로 區分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遺西， 遭東， 際東'*島， 한반도 서부을 중심으
로 地域文化의 본질을 논한다

1. 文化樣式의 系統性의 問題
士器樣式으로 본 地域文化의 겸토를 행하기 전에 士용옵樣式 상호간의 系統{生
에 관해 생각해 보자. 이는 地域區分을 념어 거사적얀 안목에서 地域文化의 생

립의 母體를 포착해 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土器樣式의 系統性이라고 하는 것은 土器製作의 技術的 系統
을 가리키고 土器製作이라고 하는 정보의 획장， 혹은 전달 경로라는 의미여다.
이때 현재 발견되고 있는 각 지 역의 가장 오래된 토기양식에 주목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가장 오랜 土器樣式의 기본적인 器種構成은 鍵(深#)， 錄{佛)， 臺
로 구성된다. 이 중에서 鍵의 器形에 주목하면 平底의 深妹과 九底의 深앓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平底의 경우 납작한 바닥 위에서부터 點士를 돌려 쌓야 가떤
서 형태를 다듬는다‘ 갯L 底의 경우는 뾰片貼藥法처럼 거푸집에 덩어리를 눌라
붙여 토기플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변 土뽑의 底좀ß를 두드려 내야만 한다. 띠리
서 士器製作에는 크게 두가치의 系統差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1)

이라한 ~i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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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士器製作의 系統윤， 주목하는 禮에 띠 라 각기 平底深順鍵， 갯L底쏠로 나

누어 부른다. 그리고 그 분포를 보게 되띤， 北方系統과 다판方系統의 士器製 fl'系
m으로 나될 것이다. 平따深1復禮의 분포는 中國 東北部에서 黃河 中流 j:tI1，j或의
內陸部， 혹은 朝解추，島 東海는름으로 여겨진다 1L底部는- 長江 流域에서 黃끼if

-f

流 地域의 山東， 隊東半 J품로 여겨진다. 딸하자면 黃海 땀품 地域의 情報傳達經

路중에서 갯L底部의 잔파 획산을 안정할 수 있다 한반도의 서부는 갯L æE옳의 확
산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는， 失底가 아닌， 九)링의 深짧이 발달한 지 역 이
다 2) 또 한반도 서부에서 深삶과 함께 器種構IJX，을 갖는 小口權은 總方向의 시\

型의 손잡이가 달렸으나 이라한 손잡이가 붙은 小미[짧은 n줬東半島에서도 특색

을 이루고 있다. 隊東半島에서 한만도 서부으로의 技術的 系統性이 안정 될 가
능성은 높다. 이상에서 기술한 土器樣式을 넘어서는 커다란 技術的 系統性은
지금 각 지역의 가장 오래된 단제로 판단할 수 였다. 더욱이 이는 士器樣式의
成立時期에 있어 기층적 인 광역 의 ↑휩報{專達經路， 혹은 j:tI1，域集團의 相互關聯性

이 강한 광역의 情報帶로서도 받이-들일 수 있다. 이러한 情해帶도 地域文化 成
立背景의 基層部分으로 받아들여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I.

文化接觸의 問題

상기한 技術的 共通性으로 보이는 士器製作의 系統性블 1춤報帶로 하여， j:tI1，域
文化 相互의 交流를 나타내는 표시로 받아뜰였디. 그런데 考古學적 共j밴性이

1) 宮本→夫 「環漸海新石밟 o권代早 jtJl的文化系統」 「東 :llT ν 71= iJ lt?:> 文名 σ) 源流
σ〕考古學的{싸究~

1993 年 (平成 4 年度科學빠카렐補助金 (國際共同따f j't) 웹告

듭틀 大手떼j女子大學)， 大함해솟 「極東 σ) 先벚文化」 「季 flJ 考古學 j 第38 뺨 1992

年

2) 大렵靜솟 「東 ~t52)H 中的여::1 1펴東~U앤 l풀元始文化」 「慶ni51蘇秉}쉰考민표 | 五1j年論文
集 J 1989 年 文物 w 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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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하는 地域文化로 판단되는 경우， 이것을 각각의 地域文{L의 文{L接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예를 隊東半道와 選東半島에서 조망하겠다.
隊東半島와 運東半島의 土器編年을 文化層의 J탤位關係와 道밟1간의 相互J:t較
를 통해 보면3) 양 지역의 土뽑樣式은 각기 가장 오랜 단계인 f넉石村 1 期와 九
底숲이고， 小珠山 下層은 Zf.底深複購이다 따라서 당초애 양 tl뺨或은 士器의 系

統이 다르고‘ 相互交流는 없었다고 생각할 수 았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어진 邱
家莊 1 期 단계로부터 始士어11 (몹石음 섞고， 小珠 w 下層으로 판단되는 듯한 文
樣을 지닌 土器片이 隊東半島에서 출현하게 되었다

특히 北莊 1 期， 2期에는 圖

2-22 .33 과 같은 適東半，島의 平底深9휠權이 隊東半島로 판단됨과 동시에 違東
半島의 小珠山 中層과 吳家村의 것이 隊東半島의 土器이다

彩W힘， 껴띠形杯， 띔

등은 隊東半島의 士器樣式 중에서도 특수한 士器이고， 日常雜器와는 다른 것이

다‘ 이러한 특수한 土器가 j흉東半島에 유입됨과 함께 隊東半島에는 選東半，島의
ZF底深庸權이 유입된다. 이렇게 이 단계부터는 서로 土器가 왕래하는 것과 같

은 文化交流가 시작된 것을 인정할 수 았으나， 생휠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R 常
雜器에서는 각각의 지역에서의 변화는 안정할 수 없다.
이라한 상호의 왕래로부터 土器의 器種構成， 그갓이 전환하는 단계가 遠東半

島에서 인치된다 이것이 小珠山 中層의 단계이다. 지금끼지 이 지역으로 인정
되지 않았던 豆， 杯， 三環足器가 일단 인정되게 되었다. 게다가 杯와 같은 士器

에서는 黑階로 이루어친 것도 출현하고， 隊東半.島의 生活樣式。1 유입되는 갓을
알 수 있다 또 小디魔(護)과 같은 것은 이 지역의 系統으로는 볼 수 없는 器種

이고， 路東半島의 영향이 原因으로 성립된 士器이다. 다만 그 士器의 外B됩에 있
는 文樣은 。]t也域의 독특한 것이다. 이렇게 生活 樣式 전반이 隊東半릎의 양향
으로크게 바뀐 것을 알수 있다.
이라한 과정은 당연히 사람들의 교류를 배경으로 하는데， 당초에는 교섭이

3)

宮本-夫 「海빠춘俠￡‘二 ?ι〕地域

-

피東半島 εj흉東半島， 朝蘇쇠으島南졸5 ￡西::l t

九)이， 깐 꺼:l1!!.域性 t 傳播問題 -」 「考古學%究』 第 37 卷 第 2 號 1990 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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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던 것이 바다를 이용하여 相互往來가 인정되게 되었다. 이 가운데 、뺑、具의 일

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풍의 ym、뺑地域으로서 인적 교류가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源챔民의 交流 중에서는 교역이 시직되고， 그 교역의 하나로서 ￡한
東半島의 수암의 玉을 들 수 았을 젓이태

이러한 인간의 교류 중에는 당연히

인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았다. 양 地域의 문화적 壓力을 보았을

때 W젖東半島에서 3쩔東半띔로으1 영향력이 灌1훔하다 이것을 인간의 移動의 사실
로 여 기 기보다는， 보다 앞산 文化樣式을 교류한 결과로서 遺東半띔 人間集團이
받이- 들였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사실 小珠山 上層段階에서 R컸東半島의 楊
家園 2 期의 깅한 영향을 받은 이전의 士器樣式을 변화시켰고， 이어서 雙花子 l

JíJj 段階이l 서는 租質黑剛를 탄생시키는 등， 지역적인 자기 정비가 인지된다. 즉
본래의 타 집단의 득성이 표출되거l 된 것이다

이러한 보다 선진적인 生活樣式을 받아들이게 된 동헝:은 雙따子 2 期와 雙U강
子 3 JíJj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어서 上馬石 A 지점 下層 段階以降5)은 양 지

역의 교류를 보이는 土器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단계는 西周期에 해당하고， 陽
東半島측이 政治的으로 領土를 제한하고， 選東半島와 왕래하는 文化交流를 딘
절했던 것에 의힌 것으로 이해된다. 즉， 政治的인 領域이 文化的인 유핀域도 規制

하는 단계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은 한반도 서부의 地域文化에 관해 개관해 보자. 한반도 서부의 土짧樣
式은 系統的으로는 黃海핍뿜地域의 1L底쏠의 系統일 가능성을 지적한다. 즉， 주
변의 地域文化와는 다른 土짧樣式이 현재 가장 오래된 段階에서 보여지는 것이
다. 이러한 원인에 관해서는 현재의 資料로써는 깊은 논의가 룹가능하기 때문
에 지금 상횡으로서 만족해 두고 싶다. 이러한 背뤘 중에 j쩔東的인 요소가 보여
지는 것은 南京 1 期 2 期의 段|함부터이다 臺는 文樣， 혹은 形態的얀 특정으로부
4) IUiI村秀典 「 中國先史tl권代玉뽑 σ) 生塵 ε 流通

前三千年紀 ι)5쩔東半鳥 f 다::J，L.、(::

-J

「東 7 νT i:: J31t Q 生Jiî ε !값週 σ) 歷덩크社會學ÉI")~다究~ 1993 年 中國書店

5)

검本→夫 「펄東半島탬H~짜行土罷 變選
특용:ffÉ誌』 第76 卷 第4 짜 1991 年

上馬石具꿇A

. B lI區

中心

」 「考古

東52文↑; 第33輯

188

터 選東의 偏뽑類型으로 인정할 수 있다. 어떤 文樣의 특색은 한반도 서북에서
는 캘띠下層에서， 또한 隆帶에 의한 文樣은 폴山上層의 雙碼I딛 등에서 획인된

다. 즉， 이 段階에 특수한 臺形 土器만이 違東의 영향으로 한반도 서부에 유입
되어 간 것이다

。1 文化接觸은 修東쑤島와 違束半島이1 보이는 相互交流외 3 그

후의 生活樣式의 轉換이라고 하는 文化接觸과는 달리 일부의 士器만을 알방적
으로， 또는 선택적으로 취한 형태를 보아고 있다. 이 또한 地域文化의 文化接觸
에서 보여지는 하나의 형태라고 알 수 있는 것이다.

rn.

生業으로부터 본 地域區分

텀然區分은 그것을 배정으로 한 人|랩集團의 生業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
다. 혹은 生業을 성립시키는 요소의 하나로 植生을 중심으로 한 담然環境이 있

다는 것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交流關係가 빈번힌 隊東半島와 選東半島도 自
然區分으로는 동일한 地域帶로 파악된다. 즉， 環境圖의 同→性이 人間의 찾流를

유지하는 背景으로도 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植生을 중심으로 하는 g 然環境은 新石뽑時代에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
다6) ‘ 아것은 植生을 중심으로 하는 自然區分이 변화한 것을 의미하고 았다. 즉，
同→植生의 範圍가 時間轉상 變移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對象으
로 하는 環願海地區는 中繹度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繹똥가 높은 곳아라서 氣溫

과 降水量의 變動이 민감하게 植生의 變動을 촉진할 가능성 이 있다. 떠 라샤 自
然區分도 일정한 變用을 이루고 았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

6) Labortory

of

Quaternarγ

Palynology

and Labortory

of Radiocarbon ,

kweiyang Istitute of Geochemistry , Academia Sinica 1978 Development of
Natural Environment in the Southern
Last 10,000 Years. Scientia Sinica

P따t

of Liaoning Province du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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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하는 地域文化의 單位， 즉 人間集團의 行動範圍도 變動1할 가능생이

。 1~~
λλ1그

근

고려해 두어야 한다.

그래서 여거서는 人間集團을 구성하고 있는 生業에 주목하여 生業과 地域l털
分과의 관련에 관해 주목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한마디로 生業이라고 해도 뽑

親과 符繼 · 採集이 복합된 톡잡한 經濟體系를 보이고 있고? 그 실태를 파악하
기 위해서는 植物遺體， 花料分析? 勳物遺存體 등의 염然遺物로부터의 分析 등，
디각적인 분야에서 復元에 다가가야 한다， 여기서는 地域文化각 특성을 파악하
기 우해 生業을 꾸리는 道其 즉 石뽑에 주목해서 石器의 形態와 組合으로부터

地域文化의 生業， 혹은 地펴生이라는 것을 파악하겠다.
여기에서 對象으로 하는 地域은 遺東， 그 중에서도 遭東半島， 그리고 한반도

서부이다- 이는 우산 土器樣式의 비교로부터 隊東半島와 끊東半릎의 文化接觸
고}， 違東과 한반도 서부와의 文化接觸에 질적얀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여기서
도 生業의 관정으로부터 이 文化接觸의 의미에 관해 깊이 들어가고자 했기 때
문이다.

E뿔東(邊東半島)의 石뽑組成은 石鍵， 石쏟， 石鋼， 鷹盤， 鷹棒 등의 조합으로 이

거본적인 용용種構成은 한딴도 서부의 란山文化 1 . 2빼부터 쇼離里 2 文化層까지
변하져 않는디. 특히 스레트의 편평한 鷹製石鎭의 형태와 저l 직상의 특색은 매
우 유사하다 이 石뽑組liX，의 유사성은 遭東의 小珠 w 下層期(新樂下層)와 한반
도 서부의 텀 山文化

1 .2 期(智頭별)부터 金難里 저'1 2 文化鷹(南京 1 .2 期) 까지

만이 아니라， 양 지점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遭東內陸숍ß의 j쩔東쏠、 本찮縣 馬城

子 B 洞 下層과 北힘 A 洞 下層에서도 확인된다. 馬城子 8;'1머 下層과 ::l t힘 Aì'Ii1J
下R좋은 小珠띠 며層부터 吳家村期에 상당하는 시 기의 젓이다7). 이 段階까지 옆
東의 內陸部와 한반도 서부의 石짧組l파은 같은 양상이었음을 볼 수 있다. 違東

의 小珠山 下層뺏의 l審~m 월「「樂遺해; 下웰부터는 찢이 출토되어， 찢 農親의 가

7) 宮本 夫 「:황東新石밟時í~土싫編年(/)再檢討」 「東:l tT /
年 同朋술 ili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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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 같은 石器組成을 지난 딘山文化 1 . 2期의 智평별 제
2地區 2호 주거지와 南京 2期의 南京遺밟í 31 號 주거지로부타도 票이 좁토되어，

이 段階의 g올~의 존재가 인정된다. 따라서 還東과 한반도 서부는 처음 段階에
서는 갇은 石器￥폐或과 더불어 細作農執을 지난 유사한 經濟體系， 즉 生業을 지
녔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生業이라고 하는 평가는 이들의 뼈作農執에 대한

의존도를 문제삼아야 하내‘ 여 기서는 이 이상의 논의 에 들어가지 않는다
한편 遺東半島에서 石器組成의 轉換이 나타나는 것은 小珠山 中層 · 吳家村
期부터인데 이삭을 따는데 쓰연 石包 T 이 출현한다 그러나 石包T 이 정착화되
는 것은 小珠山 上層期이다 이렇게 새로 출현한 감뽑의 보급과 정착이라는 변
화는 이미 서술해 온 士器의 교류와 遭東半島애서 土器樣式의 전환이라는 변화

에 일치할 것이다. 選東半島 의 경우 工具類의 扁平片갯L石쭈와 石製擊(柱狀片
1l石쏟)이 정형회되어 출현하는 것은 雙많子 3 期까지 계속되고 있던 것이 엔지
된다 이러한 정형화한 石器組成과 동시기의 것으로 보아는 f 骨도 기본적으로

修東半島와 遺東半島의 文化接觸의 결과로서 遺東半릎에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適東半島의 흐름애 대해서 한반도 서부에서는 無文
士器라고 하는 새로운 土器樣式이 생립하는 단계(南京품鋼 1 期)에 石包 T， 扁平

片갯L石쭈， 石盤(柱狀片갯L石쏟)， 約鍾車 등의 새로운 石器組成이 생립한디. 이
배경에는 한반도 서부의 새로운 石뽑組成을 흡수， 소회했던 選東半島地域과의

文化接觸의 결과로 인정된다‘ 한반도 서부의 石包T 의 형태도 選東半島의 石包
T의 형태적 변천 중에 위치를 부여할 수 였다.8)
이상에서 서술한 石器組成은 遺東과 한반도 서부가 본래 같은 종류의 石짧組
成을 지녔기 때문에 한반도 서부가 새로운 石器組成을 흡수하는 현상을 보인다
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본래 違東과 한반도 서부가 票과 찢 등의 뼈作農觀을 일
정 정도 生業의 중섬에 두고 있는 것 같은 生業環境 段階로부터 한반도 서부가

8)

下條信行 「 日 本石j힘Tσ〕源流 -孤背孤 JJ 系石l힘 TOJ 展開-」 7 日 本民族

成J 1 永井昌文敎협退官記念論集 1988 年 六興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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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발전 단계에서 선멕적으로 새로운 石器를 홉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반도 서부의 土뽑樣式에서 臺의 선택적 흡수와 같은 선택적 文化댔收라
는 것이 존지}하고 있었읍을 일 수 였다. 이는 한반도 서부의 南京를릅鋼器 1 期 以
降， 뽑東의 美松里형 臺와 選寧式 鋼劍이 한반도 서부에 유압되는 文化交流와
같은 형태이고? 美松里型 臺와 違寧式 鋼劍은 한반도 서부에서 션택적 흡수로

위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

IV. 地域區分의 變容
新石器時代부터 좁鋼器時代까지의 環漸海地域의 地域文化를 검토했다. 土짧

樣式을 중심으로 보아 온 地域文化는 반드시 정립된 상태를 보이는 것은 아니
고， 分布域으로서 變容을 이룬 것임을 알 수 있다. 여 기서는 避西， 違東， 한반도

서부， 隊東半島의 地域文化의 변용에 관해 그 현상을 서술하겠다
쳐g域文化의 변용을 서술하는 데에 있어 야하의 3 단계로 모델회하고， 그 변용

을 지적하도록 하겠다 1 단계는 遭東半島의 小珠山 下層期에 해당하는 B.C
5000~3500년대， 2 단겨l 는 選東半島의 小珠山 中價 · 吳家村期~小珠山 上層期
의 B. C. 3500~ 1500년데， 3 단계는 選東半島의 雙TiÉ子 3 期부더 上馬石 A 區 上
盧까지의 B.c. 1500~500 년대에 해당한다.

제 l 단계는 港西， ~흉東， 한반도 서부，~켰東半島가 각기 독립한 地域文化를 보
여준다 그 중 選西와 遺東은 土器樣式의 계통으로서 동일 계통에 있고， 遭西의
士器樣式은 選東의 土器樣式의 성립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9). 한편 修東半島

와 한반도 서부는 土器樣式의 系統性이 존재할 까능성이 있음에 대해서는 이미
지적했다.

9) j페揚 注8 文훌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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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한 네 개의 :ttt:域文fL기- 제 2단계에는 변용을 이룬다. 違東의 小地域化이
다. 違東의 小地域을 크게 솜長t-li!.區， 違河下流域， 며흘綠江下流域， 選東半島로 나
누면， 選河下流域과 願線江流域에는 土器樣式이 지역적으로 폐-性이 인정되지

만， 吉長地區는 在地的얀 士器樣式의 발전이 인정된다. 한편 選東은 隊東半島와
의 활발한 교류가 보이고， 土器樣式의 큰 변혁을 이루었다. 또 한반도 서부도
大폐江 F流域과 漢江下流域에서 각가 지역적 특색이 인정된다. 즉 小地域化기
인지되는 것이마.

제 3 단겨l 에는 違河下域에 違맨로부터의 영향으로 댐과 鼎을 중심으로 한 새

로운 士器樣式이 성립되고， 붉 · 鼎의 새로운 士器樣式은 吉長地區에까지 이어
잔다. 한편 지금까지 밀접한 관계였던 樓東半島와 燈東半島는 멤J웹代이후， 山東
地域의 封建諸f쫓에 의해 領土化됨에 따라 政治的인 교류관계가 끊어진다

이

과정에서 違東半島와 鴻線江下流域의 海1兵部를 끼고 빌접한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지금까지의 選東地域은 크게 北方의 違河下流域과 吉長地區，
南方의 違東半島와 願綠江下流域으로 나뉘고， 選東의 지역적 통합은 違寧式 鋼

劍文化로 알 수 있다. 아마도 이 통합은 小地域이 단결한 정치적 · 종교적 통합
。l 라고 생각된다. 한반도 서부에서는 小地域化를 유치하면서 選東半島 · 願綠江

下流域의 지역블럭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새로운 石뽑組成과 美松里型 土器블 흡
수하고， 사회적인 변용을 이룬다. 그리고 選東으로부터 選寧式 鋼劍을 이 단체
에서 흡수한다.

이리한 단계적 :tfu域文化의 변용에 관해서 한가지 주목해 둘 점은 隊東半島와

遺東半島에 보이는 관계이다. 바다를 끼고 매지하는 양 지엮은 氣候와 植生， 덤
然地形에서도 유사하고， 동일한 뺑總地域을 지닌 점에서 뺑、據技術의 발달과 함
께 10) 활발한 교류가 제 2 단계 이래로 얀지된다 본래 이러한 활발한 교류는 그

대로 지속되었어야 하나， 西周代이후로，際東半島測， 흑은 山東半島測에셔 黃과

10) 懷필誠 「中國古代 σ) 줬針」 『東 Tν?η 考古 ε 歷벚
集 1987 年 同朋舍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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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등의 西周封建國家에 의한 諸f풋의 성립이 영역을 벙획하게 함에 따라 지금

끼지의 덤然環境에 입각한 교류를 단절시키는 정치적인 단절이 인지된다 이렇
게 보면 西周期이래로， 특히 戰國時代로 간주되는 領土國家의 출현이라는 것이

地域文化의 성립윈인에 일정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점은 틀림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