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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와 고대의 인간생활은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므로,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지
역의 자연환경을 오랫동안 면밀히 파악하여 자신들의 活動空間을 결정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는 자연지리학과 고고학 및 고대사 연구성과는 인간과 환경의 상호관계라는 틀에서 접
근할 때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울산지역은 Holocene 해면변동에 따른 충적평야 지형발달과
관련하여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해양포유동물인 고래가 조각되어 있는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 한반도
에서 이루어진 해면변동연구를 실제로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곳이다. 암각화를 제작한 공동체는 수렵,
어로, 채집을 주요한 생업으로 하며, 반구대 부근의 태화강변에 살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고래잡이와 산
짐승을 수렵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사실적 방법으로 암각화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고래잡이는
Holocene 해진극상기 古蔚山灣과 태화강 하류부의 古屈火灣의 독특한 환경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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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고울산만으로 들어온 고래를 여러 척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고굴화만 쪽으로 몰아서 좌초시키는
몰이어법에 의한 포경이 가장 기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Holocene 해진극상기 이후 고굴화만에서는
태화강이 운반해온 퇴적물에 의해 하구부가 매적되면서 정선이 바다쪽으로 물러가는 해퇴현상이 일어
났다. 이에 따라 고래잡이 漁場이 암각화를 제작한 공동체의 주거지에서 점차 멀어지며 고래사냥의 가
능성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이 공동체는 고래잡이 어장을 따라 그들의 거주공간을 함께 옮긴 것이 아
니라, 기존의 주거지에 계속 머물면서 고래 대신 주위의 산지와 하천에서 단백질 공급원을 찾았다고 볼
수 있다. 암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때는 汀線이 태화강의 중·하류부까지 전진한 Holocene 해진극상
기인 6,000～5,000년 BP 경으로 보인다. 암각화 제작은 3,200년 BP 경의 상대적 고해면기에서 2,300년
BP 경의 저해면기로 이행하던 시기 가운데 해면하강이 두드러진 3,000년 BP를 전후한 시기에 종결되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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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자연환경변화에 따른 인간생활의 변화와 그 적응과정을 지표공간 상에서 파악하는 일은 지
리학연구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선사·고대에도 인간들은 지형, 기후, 자연재해 등 자연
환경변화와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공동체의 분포, 자원, 교통로, 교역 등 인문현상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자연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당시에는 인문환경
보다 자연환경의 변화가 그들의 삶에 더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第四紀
환경변화의 성과를 축적해 가는 지형학자들이 최종빙기 이래 Holocene의 환경변화에 적응하
는 인간의 활동상을 논의하는 일은 지형학연구에 활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문화
적 요소를 자연지리학의 연구영역에 끌어들여, 고고학 및 고대사학과 학제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
연구지역인 울산 태화강 중·하류부는 Holocene 해면변동에 따른 충적평야 지형발달에 대
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으며, 해양포유동물인 고래와 다양한 육상동물들이 조각되어 있는 반구
대암각화가 있어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특히 그 물질적 잔존물인 유적과의 상호관련성을 검토
해 볼 수 있는 곳이다. 반구대암각화의 내용으로 볼 때, 논의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환경변화
는 기후변화를 지시하는 식생변화와 해면변동이라고 볼 수 있다. 식생변화는 방어진(조화룡
1979)과 울산충적평야의 달동(조화룡·황상일·이종남, 1985)에서 이루어진 화분분석을 통해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해면변동은 한국 동, 서해안에서 다수 연구되었으나 울산충적평야에
서 얻어진 해면변동곡선은 아직 없다. 이에 대해서는 태화강 하류부의 충적평야에 대한 지형
분류, 울산충적평야의 boring자료분석, 화분·규조·퇴적물 입도분석결과, 탄소연대측정결과
등을 검토하고, 동해안에서 이루어진 해면변동 연구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울산충적평야에서 태화강 상류 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를
비롯한 각종 해서동물과 육상동물, 그리고 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로와 수렵의 모습이 새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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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농업과 관련된 내용은 거의 없다. 따라서 암각화를 제작한 집단은 주로 바다에서의
어로와 육상에서의 수렵이 중요한 생업이었던 것 같다. 더욱이 암각화에 새겨진 고래 등 해서
동물과 육상동물의 비율이 균등하지 않고, 제작단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는 Holocene 해
면변동과 태화강의 퇴적물 공급이 유발하는 태화강 하구부 정선변화와 내만에서의 수심변화
와 밀접하게 관련될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와 같은 가정이 타당하고, 근대 포경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에 행해진 포경의 초기
형태가 몰이어법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시기는 고래가 현재 울산 하류부
충적평야인 고울산만에 회유할 수 있었던 시기, 즉 해면상승에 따른 해진이 극상에 이르러 울
산 지역에서 해역이 최대로 확대된 6,000～5,000년 BP 무렵일 것(황상일·윤순옥 1995)이라는
가설도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후 고울산만지역에서의 환경변화와 이와 함께 반구
대인들의 거주공간 및 고래어장과 관계된 활동공간변화까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암각화의 내용을 홀로세 환경변화와 연계하여, 선사인의 활동공간 및 생활상의 변화를 논의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축적된 연구지역의 Holocene 자연환경 변화가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집단의 성격, 생업 내용의 변화배경, 암각화 제작시대, 인간생활의 공간변화 등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지형학과 제4기학의 입장에서 논의하였다. 아울러 암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점
뿐 아니라 제작이 완료된 시기에 대해서도 추정해 보았다.

Ⅱ. 울산지역의 Holocene 자연환경변화
반구대 암각화에 표현된 Holocene 환경변화와 이에 기인한 선사인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
해서 태화강 중·하류역에서 이루어진 지형학적 연구결과를 검토하였으며, 고환경을 복원하기
위하여 중류부에 살던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Holocene 해진극상기의 해안
선을 복원하여 당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펴보았다. 한편 암각화가 신석기시대에서 청동기
시대에 걸쳐 만들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제작시기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로 다르
다는 주장도 있으므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이 두 시기의 경계인 3,000년 BP 경의 화분 및
규조분석결과와 탄소연대측정자료 및 퇴적상을 검토하였다.

1. 울산지역의 지형 및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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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을 흐르는 태화강은 蔚山廣域市 上北面 德峴里 加智山(1,240m)에서 발원하여 주변
소지류를 합치면서 동류하여, 울산시 동쪽에서 불국사단층선곡을 남류하는 東川과 합류하여
울산만으로 유입하는 주류길이 46km의 하천이다. 태화강 중류부 언양 부근에서는 선상지 및
비교적 넓은 충적평야가 전개되고, 중생대 퇴적암인 대구층을 지나는 동안 협곡을 형성하고
하천의 양안에 하안단구를 만들었으나, 울산시 부근에서 충적평야의 폭이 넓어져 최대 3～
4km에 이른다<그림 1>. 태화강 중·하류부 양안의 비교적 넓은 하안단구 위에는 현재 盤松
里, 泗淵里, 立岩里, 九英里. 屈火里 등의 마을이 입지하고, 청동기시대 유적지의 밀도가 비교
적 높다. 신석기 유적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발굴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
이다.
태화강 하류부에 입지한 울산시가지는 태화강에 의해 북쪽의 구시가지와 남쪽의 신시가지
로 구분되는데 구시가지의 일부와 신시가지는 홀로세에 형성된 충적평야 위에 입지하고 있다.
이 충적평야와 울산만 사이의 태화강 하구 부근에는 해발고도 90m의 돗질산이 있어, 이 산과
對岸의 楊亭洞 사이는 峽灣을 이룬다. 이 통로를 지나면 남동쪽으로 굽은 폭 1～2km, 길이
15km 정도의 울산만이 동해와 연결된다<그림 2>.
반구대암각화는 울산시 언양읍 대곡리 서원마실 남쪽의 건너각단 즉, 대곡천이 태화강에 합
류하는 지점으로부터 상류 쪽으로 약 6.5km 떨어진 대곡천 우안의 하식애에 있다. 대곡천은
加智山(1,240m)에서 발원하여 유천층군지역을 동류하여 양산단층선을 가로질러 반구대 일대의
중생대 퇴적암지역에서 감입곡류하여 깊은 하곡을 형성하고, 蔚山市 凡西面 四淵里 곡연마을
에서 태화강에 합류하는 유역면적 124.19㎢인 하천이다. 이 합류점에서 울산만까지의 거리는
약 20km이다. 곡연마을 부근은 해발고도 19m이며, 암각화는 해발고도 60m 정도의 퇴적암 암
벽에 새겨져 있다. 곡연마을과 현 울산충적평야 사이의 태화강 하안은 태화강의 공격사면에
해당하여 수직의 하식애와 경사가 매우 급한 사면을 이룬다. 즉, 곡연마을의 바로 하류쪽인
四淵里와 望星里 사이의 舞鶴山(344.7m) 남동사면과 蔚山市 新亭洞 隱月峰의 북사면은 수직의
河蝕崖로 되어 있어, 육로를 이용한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여 도보통행과 물자운송에도 장애가
된다.

2. 태화강 하류부 지형분류
<그림 3>은 태화강 하류부의 지형분류도이다. 태화강 하류부 울산충적평야는 태화강과 지
류인 동천이 그들의 상류부에서 운반한 퇴적물로 울산만을 매립하는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
해안선 부근에는 동해안의 강릉, 포항평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해안선을 연하여 beach
ridge, 사구지형이 나타나지 않고 하구 부근에 몇 개의 하중도가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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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홀로세 중기 이후 진행된 매적이 아직 만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외해의 영향을 거의 받
고 있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태화강과 동천을 연하여 자연제방이 형성되어 있으며, 그 후
면 특히 달동, 야음동 일대는 배후습지로 되어 있다. 이 저습지를 따라 흐르는 여천강은 태화
강의 자연제방과 울산충적평야 남쪽에 있는 구릉성산지 사이에서 yazoo stream을 이룬다. 태
화강 북쪽의 울산 구시가지에도 자연제방 배후에는 배후습지가, 해안부에는 과거 바다였던 곳
을 매립한 간척지가 분포한다.

3. 태화강 하류부 堆積相과 堆積場의 형태
<그림 4>와 <그림 5>는 각각 울산충적평야에서 행해진 boring 자료와 hand auger로 얻은
boring 주상도이다. 이들 주상도를 얻은 지점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1～11번은 태화강
고수부지공사를 위하여 태화강을 연한 것이다. 1～4번의 주상도에 의하면, 본 평야의 충적층
심도는 30m를 넘는다. 특히 3, 4번 주상도의 하부에는 기저역층이 퇴적되어 있다. 기저역층
위에는 패각을 포함하는 연약한 해성 silt층이 표층에서 약 5m 까지 나타나다가 표층 부근에
서 모래층으로 바뀐다. 5～11번에서도 대략 표층 아래 5m까지 silt층이 퇴적되었으나 모래층으
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21번 보링은 옥교동, 학성동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
사를 위해 이루어졌고, 22～25번은 주택건축 공사시에 얻은 것이다. 18～21번은 태화강에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도, 전술한 고수부지 주상도와는 기반암의 심도 및 퇴적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기반암 위에 바로 두꺼운 역층이 얹혀 있으며 거의 표면 아래 5m 정도까지 나타난다.
그 상부에 점토 및 silt층이 나타난다. 역층 상부의 패각을 포함하는 silt층은 고수부지의 주상
도에서 보이는 두꺼운 실트층과 연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면 3～4m 층후의 점토는 패각
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배후습지성 퇴적물로 22～25번 주상도의 표층 역층 아래에 나타나는
점토층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2～25번 주상도의 가장 윗 부분에 퇴적된 역층 및 점토
질 역층은 황갈색 각력으로 배후구릉지에서 공급된 사면퇴적물로 보인다.
이상의 주상도에서 판단할 때, 태화강을 연하여 기반암은 표면하 30m에서 나타나고, 기저역
층이 얇지만, 태화강 북안에서는 기반암의 고도가 급격히 높아지며 역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있어, 태화강 북안에 Pleistocene에 형성된 단구가 있음을 암시한다. 즉, 충적층이 퇴적되기 전
에 태화강은 이 단구를 개석하고 또 하상 아래의 기반암도 약 20m 정도 하각하여 하곡을 형
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하곡은 후빙기 해면 상승과 더불어 충적층이 퇴적되면서, 현재는
울산충적평야의 북쪽 아래 매몰되어 있다.
12～15번은 울산시 야음동 분뇨종말처리장 공사시에 얻은 것이다. 기반암은 표면하 15～
20m에 나타나고 기반암 상에는 2～3m의 기저역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그 상부는 두꺼운 silt
및 점토층으로 패각과 부식질을 포함한다. 표면 2～3m는 점토질 역층 및 모래층으로 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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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단면의 퇴적층 층상변화는 태화강 고수부지 주상도와 비교하여 충적층의 심도가 얕을
뿐 층상변화는 비슷하다.
16～17번은 병영단위농협 건물 신축을 위해 boring이 이루어졌다. 기반암 풍화층은 표면하
17～18m에서 나타났고 그 위에 패각을 포함한 점토층이 약 7m , 그 위에 7m 정도 패각을 포
함하는 모래층, 그리고 표층에 점토질 역층이 약 3m 퇴적되어 있다. 이 주상도들에서 주목할
사실은 boring지점의 표고가 약 4m인 것으로 보아 현 해수준 부근까지 패각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해역이 이 부근까지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boring 주상도 A, B, C는 hand auger를 이용하여 직접 확인한 자료이다. A지점은 난곡리
앞 삼호교에서 약 50m 하류부 하상 가장자리이다. 이 부근의 하상은 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표면하 1m 아래부터 층후 약 1m의 모래질 토탄층이 나타났고, 그 아래에 다시 세사층이 나
타났다. B지점은 태화강 남쪽 태화강 소분류의 하상을 boring한 것으로 표면하 3.1m까지 팠으
며, 부식질을 포함한 흑색의 silt질 점토로 되어 있고 표면하 1.4m와 3m 부근에는 pebble급의
원력이 약간 포함되어 있었다. 표면하 1.4m, 2.6m, 3.1m 부근에 패각층이 나타났으며, 3.1m의
패각층의 형성연대는 4,630±135년 BP(TH–1003)였다. C지점은 달동 2구 부근에서 표면하 8m
까지 boring이 이루어졌다. 표면하 2.5m와 3.4m 부근의 패각을 포함하는 세사층에서 얻은 절
대연대는 모두 약 3,000년 BP(TH–1004, 1005)였다. 그리고 아래쪽은 4m 층후의 유기질 silt층
과 세사를 포함하는 유기질 silt층이 교대로 나타난다. 이 퇴적물은 후술할 규조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서규조가 다수 포함된 해성층이다.
이상의 boring 주상도들에서 나타나는 퇴적층의 특징에서, 울산충적평야의 퇴적상은 기저역
층, 중부 silt층, 상부모래층, 상부점토층, 상부역층으로 세분되었다.
기저역층은 pebble 및 cobble급 역으로 기반암 바로 위에 2～5m 두께를 나타낸다. 이것은
최종빙기 해면이 낮아진 시기에 태화강이 운반하여 퇴적한 것이다. 태화강 북안 울산 구시가
지 부근에는 두꺼운 역층이 나타나지만, 이는 기저역층과는 형성시기와 과정이 다른 황갈색
Pleistocene 단구역층(해발고도 약 －2～－4m)으로 인정된다. 중부 silt층은 패각과 부식질을
포함한 해성 혹은 석호성 퇴적물로 태화강을 연하여서 층후 25m 정도로 두꺼우나, 야음동 일
대에서는 15m 정도이다. 상부모래층은 태화강을 연하여 층후 3～8m 정도이고 중부silt층을 덮
고 있으며, 태화강 하상퇴적물 및 자연제방 퇴적물로 판단된다. 상부점토층은 태화강 배후의
배후습지성 퇴적물로 산록 부근에서는 사면퇴적물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상부역층은 태화동
(boring 주상도 11)보다 상류부에 나타나는 원력의 하상퇴적층과 배후구릉지와 접한 곳에 나
타나는 사면퇴적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이들은 그 하부에 있는 세립질을 피복하고 있다.
<그림 6>은 태화강 하류부 남쪽에 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이루어진 boring조사에서 얻은
기반암의 심도를 토대로 작성한 울산충적평야 기저의 기반암 기복도1)이다. 이 그림에서 보여
지는 기반암의 기복은 최종빙기 저해면기의 울산충적평야 남쪽지역의 지형경관을 의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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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ocene 해면이 빠르게 상승한 후 태화강이 운반해 온 퇴적물들이 쌓인 퇴적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기복도에 의하면 최종빙기 저해면기에 현재 울산시 지역에는 태화강과 여천강이 달
동, 삼산동, 돗질산으로 이어지는 분수계2)에 의해 분리되어 흘렀으며, 주위에는 기복 20m 정
도의 구릉지가 분포하였다. 그리고 여천강은 돗질산의 동쪽에서 태화강에 합류했다.

<그림 7> 울산충적평야 중앙부의 퇴적상 횡단면도
울산충적평야에서 얻은 boring 자료와 충적층 아래의 기반암 기복도를 종합하여 boring지점
25와 15 사이의 퇴적상 횡단면도를 작성한 것이 <그림 7>이다. 현재 태화강 하구에서 상류 쪽
으로 4km 정도 떨어진 태화강 하구 부근에서 태화강을 거의 직각으로 횡단한 단면도이다. 이
단면도에 의하면 太和江 북안 舊 울산시가지 쪽에 Pleistocene 사력단구가 매몰되어 있고, 현
태화강 유로 부근에는 －30m 깊이에 埋沒谷이 있다. 이 곡은 빙기에 기반암을 개석하여 형성
된 폭이 좁고 깊은 하곡인데, 최종빙기에 태화강이 현재의 河口에서 바다 쪽으로 延長川을 형
성하고, 낮은 침식기준면에 대응하여 부활된 下刻作用에 의하여 만들어진 침식곡이다. 이와
같은 침식곡은 이 충적평야의 남쪽을 흐르는 여천강의 현 하상 아래에도 있다. 그러나 이 침
식곡은 －15m 부근에 埋沒谷이 있어 태화강 쪽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이것은 여천
1) 울산대학교 토목공학과에서 받은 울산시 삼산동 일대의 지질조사 자료집에서 인용한 것임.
2) Hwang(1994)과 黃相一·尹順玉(1995)에서는 현 태화강 하류 충적평야 아래에 매몰된, 최종빙기 태화
강과 여천강 사이의 분수계를 간과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 지역의 지질조사보고서를 참고로 수정된
그림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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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상류 유역분지가 태화강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이다.
최종빙기에 형성된 태화강과 여천강의 침식곡은 후빙기 해진과 더불어 溺谷된 후, 매적되어
현재는 충적평야 아래에 매몰되어 있다. 매적된 침식곡의 최하부에는 1～2m 두께의 엷은 역
층이 퇴적되어 있고, 그 위에 패각을 포함한 두꺼운 실트층이 태화강 쪽에서는 20～25m, 여천
강 쪽에서는 10m 두께로 쌓였다. 이것은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빠르게 상승한 해면에 대응하
여 해성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이 해성층 위 태화강 쪽에는 두께 5m 전후로 기수환경에서 퇴
적된 모래가, 여천강에는 범람원성 점토층이 퇴적되어 있다. 이것은 현 해면보다 약 0.8m 더
높게 퇴적되어 해진이 극상을 이룬 6,000년 BP 경부터 해면의 미변동에 따라 다양한 퇴적환경
에서 형성된 것이다. 태화강 兩岸의 두꺼운 모래층은 범람작용의 결과 자연제방을 형성하였다.

4. 울산지역 화분분석결과
반구대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충적평야 달동 C의 화분분석결과<그림 8>에 의하면, 해발고도
－0.4m(지표하 3m 층준) 지점에서 오리나무屬(Alnus)의 출현빈도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림 8> 울산 충적평야 달동 C지점의 화분분석결과
(曺華龍·黃相一·李鐘南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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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방어진의 화분분석결과(曺華龍 1979)
습지에서 잘 자라는 이 木本이 급속하게 감소하는 것은 당시 이 부근의 환경이 습지에서 乾
陸상태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 층준은 3,000년 BP 경으로 편년되며, 3,200년 BP 경의 상대적
으로 높았던 해면이 하강하던 시기에 퇴적되었다. 나무조각과 中砂가 포함된 細砂층으로 규조
분석 결과 염수규조 57%, 기수규조 11%, 담수규조 32%로 구성되어, 여전히 염수가 우세한 퇴
적환경이었다. 그러나 화분조성은 퇴적당시 육상환경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반영한다.
당시 고울산만에는 태화강이 운반해 온 하천퇴적물이 두껍게 쌓였다. <그림 7>의 울산충적평
야 중앙부의 퇴적상 횡단면도를 종합하면, 태화강 양안에는 자연제방이 형성되고 있었으며,
자연제방 배후에는 염수가 침입할 수 있는 수심이 매우 얕은 내만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분분석결과에서는 이 시기에 벼科(Gramineae)화분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후술할 방어진의 2,300년 BP 경 벼과 화분의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울산
시 無去洞에서 靑銅器時代 논 유적이 확인된 것과 관련지워 볼 때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어진의 화분분석3)(曺華龍, 1979)에서 소나무屬(Pinus)과 벼科4)(Gramineae)가 크게 증가하
는 시기는 2,300년 BP 경부터로, 이 시기에 경지나 주거지를 얻기 위한 산불이나 벌채 등 인
3) 曺華龍 1980; 318쪽에 의하면, 수리적위치는 북위 35°29 02 , 동경 129°25 55 이다.
4) 벼과의 비율이 벼의 출현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벼과에는 벼 이외에 보리, 밀, 호밀, 옥수수, 피
등 식용이 가능한 것 뿐 아니라 갈대, 억새 등 잡초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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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울산충적평야 달동 C 지점의 입도분석결과
간의 간섭이 본격화되었던 것 같다. 이전에도 벼과화분이 꾸준히 검출되었지만, 이 때부터는
사람들이 벼가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도적으로 보호하거나, 재배하기 시작하
였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참나무屬(Quercus) 화분이 줄어들고 소나무屬(Pinus)과 벼과
(Gramineae) 화분이 증가하는 것은, 사냥–채집경제 생활에서 堅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나무인 참나무屬(Quercus)이 경지확보를 위해 벌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쑥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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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a), 여뀌屬(Persicaria), 범의 귀屬(Bistorta vulgaris), 명아주屬(Chenopodium), 메밀屬
(Fagopyrum) 등 소위 文化指標植物들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간섭이 식생환경
에 변화를 가져왔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울산충적평야 달동 C 지점 입도 및 규조분석결과
hand auger로 boring한 C지점에서 퇴적환경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입도분석과 규조분석
을 실시했다(<그림 10>과 <그림 11>). 입도분석은

scale 1 간격으로 입도를 분류하고, 이를

기초로 각 대표치(Md , M , S.D., Sk.)5)를 계산하였다.
입도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균입경은 대개 5.5 에서 4

범위이므로 세사 내지 실트질 퇴적

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입경이 하부에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다소 변화가 나타났다.
해발고도 －4, －1, 2m 부근이 가장 세립질이고, －3～－2m가 비교적 조립의 경향을 보이며,
－0.5, 1.5m가 가장 조립질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1m를 경계로 그 하부는 세립이
고 상부는 조립질이었다.
分級(S.D.)은 대략 2로서, 분급의 미변동도 평균입경의 변화와 조화를 이룬다. 조립질의 경
우 비교적 분급이 좋고, 조립질의 경우 비교적 분급이 나쁘다. 歪度(Skewness)는 대체로 －1m
를 경계로 그 하부가 negative, 그 상부는 positive경향이고, 표면에서 다시 negative경향을 보
이고 있다. 歪度가 negative경향을 보이는 것은 세립질이 집중분포하여 분급이 더 좋을 때이
며, positive경향은 조립질이 더 집중분포하고 세립질이 분산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negative Skewness는 부유하중이 정수상태에서 침전하여 이루어진 수중퇴적일 경우에 잘 나
타나고, positive Skewness는 saltation 및 traction으로 하중이 퇴적될 때 잘 일어난다.
이상과 같은 퇴적물의 입도특성과 본 주상도의 패각과 부식질의 출현고도와 관련시켜 보면,
－1m보다 하부층은 부식질과 패각을 포함하는 silt질로서 석호 혹은 내만성 퇴적환경을, 3,000
년 BP 전후에 퇴적된 －1m～0.7m 부근은 패각을 포함한 모래층으로서 해빈성 퇴적환경을 지
시한다. 0.7m～1.7m 사이는 세사를 포함한 모래층으로 하천퇴적환경을 나타내고, 1.7m에서 표
면까지는 silt질로 배후습지성 퇴적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규조분석결과에 의하면 주상도 C의 경우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염수환경에서 담수환경으
로 전환되는 대경향을 보여 해수환경에서 점차로 담수환경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이 대경향 내에서 미변동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미변동에 따라 주상도 C는 4개의 규조분
대로 세분될 수 있었다. 해발고도 －3.5m 이하의 층준은 염수종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

5) 대표치는 Inman, D. L.의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M =84 ＋16 / 2, S.D.=84 －16 / 2, Sk=M －Md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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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규조분대 I), 해발고도 －3.5m～－2.3m 사이는 염수종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담수종
이 증가하고 있다(규조분대 II). 해발고도 －2.3m～0.8m 사이는 염수종이 다시 증가하며(규조
분대 III), 해발고도 0.8m 이상의 퇴적물에는 담수종의 출현빈도가 증가해 간다(규조분대 IV).
이와 같은 규조분대의 변화는 6,000년 이후 해면변동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두 번의 소해
진과 두 번의 소해퇴가 인정된다. 해발고도 －1m～1.3m 부근의 패각연대가 3,000년 BP인 것
을 감안하면, 규조분대 III의 소해진은 3,000년 BP 전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후술할 한국 해면변동연구의 3,200년 BP 경의 상대적 고해면기에 대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퇴적물 입도분석과 규조분석결과로 볼 때, 울산충적평야 달동 C지점 3,000년 BP 경의 환경
은 수심이 얕은 염수환경에서 태화강에서 주로 범람에 의해 운반되어진 모래가 퇴적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해면변동
한반도 Holocene 해면변동에 대한 연구는 지형학자와 해양학자에 의해 주로 서해안과 동해
안에서 행해졌다. 황상일은 경기도 一山(1994, 1998)과 平澤 도대천유역(1994, 1997)에서
Holocene 중기 이후의 해면변동곡선을 복원하였는데, <그림 12>과 <그림 13>는 일산지역과
도대천유역에서 복원한 각각의 해면변동곡선이다. 이 해면변동곡선은 평균고조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일산 부근의 한강에서 현재 평균고조위는 해발고도 4.7m이며, 도대천이 유입
하는 아산만에서는 4.5m이므로, 각 시기의 평균해면의 고도는 <그림 12>와 <그림 13>에 제시
된 해발고도에서 평균고조위 4.7m와 4.5m를 除해야 한다.

<그림 12> Holocene 일산지역 해면변동곡선
(황상일 1998, - - - 은 현재평균고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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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Holocene 도대천유역 해면변동곡선
(황상일·윤순옥·조화룡 1997, -- -는 현재평균고조위)

<그림 14> Holocene 한국 동해안의 해면변동곡선
(조화룡 1980)
이에 의하면, 경기만에서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빠르게 상승하던 해면은 약 7,000년 BP 경
에 현해면보다 약 1m 낮은 고도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다소 빠르게 상승하여 6,000～5,000년
BP 경에 해면은 일산지역의 해면변동곡선에서 볼 때, 현재보다 0.8m 더 높았으며, 이후 거의
정체 내지 매우 미약하게 하강하여, 3,200년 BP 경까지 거의 안정되었다. 다만 일산지역에서
규조화석의 조성으로 볼 때, 대략 4,000년 BP 경에 해면의 미소한 하강이 있었음이 인정되나,
퇴적상에서는 해면하강의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200년 BP 이후 해면이 하강하면서, 2,3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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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 경에는 평균고조위가 거의 현재와 유사했다면 평균해면도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본다. 2,300년 BP 이후 해면은 다시 상승하여 2,000～1,800년 BP 경에 상대적 고해면기
를 갖는다. 이때 평균고조위는 일산지역에서 해발고도 5.8m까지 상승하여, 평균해면이 후빙기
최고에 이르러 현해면보다 1.1m 더 높았다. 이와 같은 해면변동경향은 몇가지 점을 제외하면,
동해안에서 얻은 曺華龍(198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그림 14>. 7,500～6,000년 BP의 해면변
동은 좀더 상세한 자료를 갖춘 平澤 도대천유역(황상일 1994, 1997)의 해면변동곡선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즉, 약 6,000년 BP를 경계로 해면상승속도가 크게 느려졌고, 또한 당시 빠르게 상
승한 이후에 일시적으로 정체하거나 미약하게 하강하는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7. Holocene 최대 해진기의 정선범위
한국 서해안에서 최종빙기 최성기 이후 급격히 상승한 해수면은 6,500년 BP 경에 거의 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6,000～5,000년 BP 경에는 현수준보다 약 0.8m 더 높았다. 그러나 동해
안에서 얻은 曺華龍(1980)의 해면변동곡선에 의하면 7,000년 BP 경에 동해안에서는 해면이 아
직 －10m 수준에 있었으며, 6,000년 BP 경에 거의 현수준에 이르렀고, 이후 안정된 상태로 미
변동을 하였다. 연구지역이 동해안이므로, 이 곡선에 의거하면 7,000년 BP 경 정선은 아직 최
종빙기에 개석된 깊은 하곡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고 6,000년 BP 경까지 해면은 빠르게
상승하였다. 따라서 울산 및 동해안에서는 6,000년 BP 경 이래의 정선변화가 주목을 끈다. 정
선의 이동은 하천이 하구로 운반해오는 사력의 퇴적속도와 해면의 상승속도와의 상관관계에
서 결정된다. 즉, 해면이 빠르게 상승할 때 상류와 중류에서 공급되는 운반물질이 특별히 많
지 않다면, 하구부가 매적되는 속도는 해면의 상승속도보다 느리므로, 해안선은 내륙으로 전
진한다. 일산지역의 경우 6,000년 BP 경에 현해면에 도달하였으며, 5,000년 BP 경에는 이보다
0.8m 더 상승하였다. 태화강의 경우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대략 6,000～5,000년 BP 경이
Holocene 해진의 극상기였으며, 해안선은 현재보다 내륙쪽으로 전진했을 것이다.
최종빙기 최성기에 있어서 하상의 標高가 현해수면과 일치하는 곳(해발고도 0m)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과 더불어 侵蝕谷이 바다에 의해 溺谷되는 區間과도 관계가 있으며, 충적평야가
해수준변동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범위가 된다6). 해발고도 0m 되는 지점을 추정하는 방법
은 曺華龍(1985)에 의해 정리되었는데 氷期의 河川 下流部 平均縱斷 勾配(Y)로 계산된다. 그의
관계식은 Y = ax + a'x' / a + a'으로 표현된다. 이 式에서 a는 현 하천의 중·하류부 길이
(km), a'는 빙기 연장천의 길이(km), x는 현재 하천의 중·하류부 평균구배( ), x'는 연장천
구간의 해저 평균구배( )이다.
6) 조화룡 1987; 1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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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태화강에 적용하면 Y값은 3.15

이다. 이 관계식으로 현재 하천 종단면과 최종빙기

최성기의 추정 하천종단면을 그린 것이 <그림 15>이다. 이에 의하면, 당시 하상의 표고가 現
海水面과 일치하는 곳(標高 0m)은 현 하구에서 약 8.7 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나 현 하천
하류부의 하상구배가 매우 완만하고, 하구에서 약 4km 상류에 위치한 boring 지점 UL1, 2, 3
의 충적층이 －30m부터 퇴적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최종빙기 최성기의 매몰곡 종단경사
(Y=3.15 )를 적용하여, 최종빙기 최성기의 하천 종단면도를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이 수정종
단면도에 의하면, 당시 하상표고 0m가 되는 지점은 약 4.9km 상류쪽으로 더욱 전진한다. 다
시 말하면, 당시의 해면이 현 해면과 같은 수준에 있었다면, 후빙기 해진의 극상기인 6,000～
5,000년 BP 경의 汀線은 하구에서 내륙쪽으로 약 13.6km 부근, 대략 현재 蔚山市 凡西面 屈火
里까지 도달하여, 현재의 하구형태와 달리 내륙으로 깊게 들어간 內灣(古屈火灣)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해진의 영향으로 현재 울산 신시가지가 입지한 태화강 남쪽 충적평
야도 거대한 내만(古蔚山灣)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시기 한반도의 해면이 현재보다 0.8m 정도 더 높았으며, 울산
만의 대조차가 0.6m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屈火里보다 더 상류부인 九英里 부근까지 해수
의 영향이 미쳤을 것이다. 아울러 Holocene 해진 극상기인 6,000～5,000년 BP 경 태화강이 古
屈火灣으로 유입하는 河口部의 수문상태는 해진의 영향을 고려하여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즉,
빙기의 낮은 침식기준면에 의해 하방침식을 받아 깊게 개석된 河谷을 거슬러 상류쪽을 향하
여 바닷물이 들어와서, 당시 태화강 하류부에 해당하는 立岩里, 四淵里의 태화강 수위도 크게
높아졌을 것이며, 하상은 퇴적물이 현재보다 현저히 적었으므로 수심은 깊었을 것이다. 따라
서 이론상 정선이 九英里 내지 屈火里에 도달했지만, 실질적으로 立岩里에서도 바다의 영향이
미치는 내만환경이었을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古屈火灣과 古蔚山灣의 범위을 복원한 것이 <
그림 16>이다.

8. 울산만 충적평야 3,000년 BP 경의 환경
<그림 5>에 제시된 주상도 UL C 貝殼의 탄소연대측정자료를 검토하면, 해발고도 0.5m 층
준의 것이 2,910±120년 BP, －1m 층준은 3,090±110년 BP였다. 이렇게 볼 때, boring지점 UL
C에서는 3,000년 BP 경에 이미 현 해면의 수준까지 퇴적층으로 메워졌다. 이 지점은 현재 울
산충적평야의 거의 가운데에 해당한다. 그러나 태화강이 범람하면 모래 등 조립질 퇴적물이
태화강의 자연제방을 넘어 boring지점 UL C가 있는 여천강 유역으로 운반되었으므로, 여천강
쪽의 내만은 수심이 상당히 얕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면이 빠르게 상승하던 시기 동안에도
울산충적평야를 흐르던 태화강과 여천강의 유로 사이에는 분수계가 있었으므로, 현재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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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로를 계속 유지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의 횡단면도로 볼 때, 해면이 현재보다
약간 더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는 3,200년 BP 경에는 여천강의 하류 유역을 제외한 울산 충적
평야의 대부분은 거의 사질 조간대의 경관을 하고 있었으며, 최종빙기에 형성된 하곡은 태화
강이 운반한 퇴적물로 메워져 하상이 높아지면서, 태화강으로부터 모래가 풍부하게 공급되었
을 것이다. 따라서 조간대의 퇴적층은 빠르게 높아져 해퇴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3,200년 BP 경의 상대적 고해면기 이후 하강하던 해면에 의해 더욱 신속하게 진
행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상류로부터 퇴적물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여천강 유역에는 여전
히 수심이 얕은 내만의 경관이었을 것이다. <그림 17>은 홀로세 해면변동, 퇴적상, 후술하는
화분분석결과를 통해 추정한 3,000년 BP 경의 태화강 하류지역의 경관이다. 이때 고굴화만에
는 태화강이 운반해 온 퇴적물에 의해 완전히 매적되어 해역이 소멸되었다. 태화강 양안에는
이 하천퇴적물로 이루어진 자연제방이 고울산만에 사주의 형태로 동쪽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
러나 유역분지가 작아 퇴적물공급이 왕성하지 못한 여천강 쪽은 내만의 형태를 하며 비교적
폭넓게 해역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태화강 쪽에서 범람에 의해 공급되는 모래로 북쪽에는
빠른 속도로 육화되고 있었으며, 정선 부근에는 갈대 등 염생식물이 분포하는 간석지가 형성
되어 수심이 얕았고, 남쪽은 보다 수심이 깊은 내만의 환경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울
산 구시가지가 입지하고 있는 태화강 북쪽은 자연제방성 사주에 의해 거의 석호환경이 조성
되었을 것이다.

Ⅲ. Holocene 자연환경변화와 반구대 선사인의 생활변화
1995년 6월 23일 국보 285호로 지정된 울산광역시 언양면 대곡리의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서는 고고학, 민속학, 수산경제학분야 등에서 많은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대
부분 암각화의 내용을 해석하고, 제작목적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며, 암각화 제작집단
의 정신세계까지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유럽과 시베리아 암각화에 표현된 고래그림과 북극에
사는 원주민의 포경에 관한 토론도 활발하다. 제작시기와 제작동기 등 몇가지 문제에 대해서
는 여러 학문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행해져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장에서는 연구지역의 Holocene 자연환경변화와 반구대 암각화에 보이는 畵材 및 그 시
간적인 변화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 상호관련성의 검토를 통해 암각화 제작집단의
성격, 암각화에 보이는 고래 비율의 감소 배경, 내만의 형성과 고래잡이 그리고 암각화 제작
연대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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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각화 제작집단의 성격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성과에 따르면, 어로 또는 수렵에 있어 성공을 기원하는
의식, 지난해 잡은 동물에 대한 영혼의 속죄와 재생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고, 이런 의식 속
에서 각 짐승들의 행동특성, 유효한 사냥방법, 해부학적 지식, 고기의 질과 분배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 등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암각화에 표현된 고래
와 산짐승들을 식량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종교적 혹은 의례적 측면에서 再生과 豊漁, 豊物
을 기원하는 대상물로 보았다(任章赫 1991). 또 물가에서 생활하던 수렵어로인들의 전설을 조
각한 것으로, 암각화에 표현된 사람은 주술사인데 고기잡이에 대한 주술적인 춤을 추는 주술
무도상을 묘사한 것이며, 동물그림은 직접 동물을 잡거나, 함께 뒤섞여 살던 사람의 예리한
관찰력을 놀랄만한 묘사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사실주의적 그림으로 추정했다(문명대 1977). 그
리고, 암각화의 전체 내용이 어로와 수렵이면서도 농업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결국 암각화를 제작한 집단은 과거 내만역이었던 태화강변에 살면서 고래잡이와 수
렵 등을 주생업으로 하는 집단이 그들의 경험을 바위에 사실적인 그림으로 남겼다고 추정된
다. 동시에 주 포획동물이었던 고래의 회유와 포획에 큰 영향을 미쳤을 자연환경의 변화, 특
히 내만의 형성과 쇠퇴·소멸에 대해 이들 반구대 암각화 제작집단은 어떤 형태로든 적응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변화에 적응한 고래잡이의 모습이 암각화에 반
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암각화에 보이는 고래와 육상동물 비율의 시간적 변화 배경
반구대 암각화의 예술적, 민속학적, 동물학적 분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여
기에서는 암각화의 제작시기에 따라 고래와 육상동물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
고,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반구대 암각화의 동물그림은 가로 6m, 세로 3m 규모의 하식애에 새겨져 있으며, 바탕의 바
위면을 다듬은 다음 한꺼번에 전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공간을 나누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경험한 것을 새긴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 제작기법에 따라 면각과 선각으로
나누어지며, 전자가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제작순서에 따라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면각부분은 그림의 집중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며 크게 보아
좌측에서 우측의 순서로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선각은 면각에 겹치기도 하고 면각
사이의 빈 공간에 그려진 것도 있다. 따라서 암각화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면각 A → B →
C →선각 순으로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구분은 많은 연구자들이 대체로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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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의 집중도에 따라 기존 연구자들의 구분을 참고하여 암각화를 네
개의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그림 18>.
한편 암각화에 새겨진 동물의 내용은 제작순서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
래와 육상동물의 비율이다. 물론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제작단계마다 그려진 동물의 종
류를 모두 세분해야 하지만, 각 그림의 種을 同定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고래와 산짐승의 비
율을 계산하여, 각 단계별로 고래잡이가 짐승사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하였다. 반구대
암각화를 상세하게 묘사한 정동찬의 그림(1988)으로 판단하면, 면각 A 단계에서는 전체 동물
38점 가운데 고래가 25, 거북으로 보이는 바다동물이 셋으로, 바다동물이 전체의 73.7%를 차
지하였다. B 단계에서는 전체 동물이 30점, 고래그림이 14점으로 바다동물이 46.7%, C 단계에
서는 전체 동물수 26점, 고래그림 7점으로 전체의 26.9%였다. 선각 부분에서는 전체 동물 37
점 가운데, 고래그림 6점으로 16.2%에 불과했다<표 1>.

<표 1> 제작단계별 해양동물, 고래그림 비율
전체 동물수

고래수
(바다동물포함)
25

전체그림에 대한
고래그림의 비율
73.7%

면각 A

38

면각 B

30

14

46.7%

면각 C

26

7

26.9%

선각

37

6

16.2%

고래그림의
감소율
36.6%
42.4%
39.8%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에서 면각 A → B → C → 선각으로 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래
를 主로 하는 해서동물의 비율은 각 단계의 전체 동물 중에 73.7%, 46.7%, 26.9%, 16.2%를 차
지하고 있으며, 암각화를 제작한 이후부터는 36.6%, 42.4%, 39.8%라는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
되었음7)을 알 수 있다. 또 면각 A의 경우 포획대상동물의 대부분은 고래였으며, 면각 B 단계
에서는 전체 동물 가운데 약 절반 정도가 고래로, A 단계에 비해 비율은 크게 줄었으나, 고래
잡이에도 비수기8)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고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면각 C 단계부터 포획대상은 육상동물로 바뀌게 되며, 선각으로 암각화를 제작
하던 단계에서 고래잡이는 명맥만 유지하였고, 다만 성수기에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고래를 주로 잡았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비율변화에서 우선 관심을 끄는 것은 고래그림의 감

7) 면각 A와 면각 B 사이의 고래 감소율 36.6%는, 면각 A의 고래비율–면각 B의 고래비율/ 면각 A의
고래비율로 계산하였음.
8) 장생포의 고래잡이 주계절은 3월 10일 무렵부터 10월 말까지이다(정동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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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율이 37～42%로 거의 같으며 대단히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태화강
중·하류부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문제인 생업에 미친 환경변화가 갑자기 일어난 것
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암각화에 고래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은 결국 고래잡이의 무대가 되는
해역의 축소 즉, 정선의 후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지역은 6,000～5,000년 BP 무렵 현재 굴화리 내지 구영리 부근까지 해역이 확대되었다가
이후 태화강이 상류에서부터 운반해 온 퇴적물이 하구부를 메워가면서 고굴화만과 고울산만
에 환경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태화강 남쪽 울산충적평야의 거의 중앙부에 있는 달동 boring 지점 C의 규조분석결과에 의
하면 해발고도 1m를 경계로 염수규조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며, 퇴적물의 특성도 달라진다. 표
층부를 제외하면 해발고도 1m 보다 상부층은 회갈색의 세사로 되어 있어 완전히 물에 잠긴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 아니라, 공기 중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층준의 모래
는 태화강이 운반해 온 것으로 홍수시 범람에 의해 퇴적되었다. 반면 해발고도 1m에서 －1m
사이는 회흑색의 세사 및 실트층이다. 이 퇴적물은 수중에서 퇴적된 것이다. 이 층준의 규조
조성에서도 염수규조와 기수규조의 비율이 담수규조보다 휠씬 크다. 태화강 자연제방의 남쪽
에 위치하는 達洞에서는 3,200년 BP 경의 상대적 고해면기에 담수규조 15%, 염수규조 60%이
었던 것이 3,000년 BP 경에는 담수규조가 30～40%에 달하고 염수규조 60～45%, 기수규조는
10～20% 정도로 감소하였다. 이 층준의 silt는 여천강 쪽의 파랑이 없는 조용한 내만환경에서
운반, 퇴적되었으며, 모래는 홍수시 태화강의 범람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00년
BP 경에는 3,200년 경 상승한 해면이 하강하면서 태화강이 운반해 온 퇴적물에 의해 하상이
메워지고, 汀線이 보다 하류 쪽으로 후퇴하였다. 경기만의 해면변동곡선에서 볼 때, 4,000년
BP 경의 해면하강 정도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므로, 후빙기 해진극상기에 내륙 쪽으로 깊게 들
어간 정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바다 쪽으로 후퇴하여, 3,000년 BP를 경계로 해면이 상
대적으로 크게 낮아진 2,300년 BP까지 비교적 빠르게 물러갔다고 생각된다. 한편 퇴적상을 보
면, 3,000년 BP 경에 이미 돗질산보다 내륙인 현재 울산 신시가지가 위치한 古울산만은 태화
강을 연하여 자연제방성 사주가 형성되면서 여천강 쪽과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태화강이 범람
하면서 granule을 포함한 모래가 공급되어 폭넓은 자연제방을 형성하였으므로 古蔚山灣은 전
체적으로 얕아졌고 분리되었다. 그리고 태화강의 자연제방 너머에는 유역분지가 작고 분수계
의 해발고도가 낮은 여천강이 퇴적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여 여전히 조용한 내만의 환경
에서 silt와 clay가 퇴적되고 있었다. 여천강 하류부는 1950～60년대의 항공사진에서도 광범위
한 습지로 확인된다. 달동의 화분분석결과에 의하면 3,000년 BP 경부터 참나무屬(Quercus)의
조성 변화는 거의 없는데, 이전부터 출현하던 오리나무屬(Alnus)은 거의 사라지고 쑥屬
(Artemisia)이 약간 감소하며, 벼科(Gramineae)는 증가한다. 이것은 주변 구릉지에서 우점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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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던 참나무屬이 해면변동이나 고울산만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데 비해,
습지를 좋아하는 오리나무屬(Alnus)이 사라진 것은 達洞 주변이 건륙화되는 시기로, 퇴적상에
서도 확인된다. 즉, 해발고도 －1m 부근에서 연대측정된 3,000년 BP 경을 경계로 모래와
granule 등 상대적으로 조립질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홍수시에 태화강이 이 퇴적물
공급에 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3,000년 BP 무렵의 해면은 3,200년 BP 경의 고해면에 비하여 약간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았고 고울산만은 태화강의 범람퇴적물에 의해 지형변화가 크게 일어났다.
다시 말하면, 고굴화만의 소멸되고 고울산만의 매적이 진행되면서 간혹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
오는 고래를 잡을 수는 있었겠지만, 자연제방에 의해 분리되고 좁아진 고울산만으로 들어오는
고래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었으므로 고래는 더 이상 가장 중요한 포획대상이 아니며, 고래가
일시적으로 회유하는 성수기에만 포경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반구대암각화를
제작한 사람들은 고래 대신 육상동물을 포획대상으로 삼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고래비율의 감소는 단지 정선의 후퇴로만 모든 것을 설명하기는 어려우며, 농업이라는 새로
운 생업유형이 부가됨으로써 전체 생업구조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화분분석에서 농
경의 개시와 본격적인 전개를 다루는 경우, 주로 벼科(Gramineae) 화분의 급증 현상과 참나무
屬(Quercus)·오리나무屬(Alnus)에 대한 소나무屬(Pinus)의 상대적인 증가현상 등을 통해 파악
한다.
벼科 화분의 경우, 이전 시기에도 소량 검출된 예는 있으나 벼농사의 전개로 볼 수 있을 정
도의 출현율과 증가현상을 나타내는 시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벼농사는 대체로 신석기
시대 말기인 3,500년 BP 전후에 남해안 서부에서 시작하여 동부로 확산된다. 동해안을 따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벼科(Gramineae)가 급증하는 시기가 늦어지는데 경남 김해군 예안
리에서는 2,500년 BP, 동해안의 方魚津에서는 2,300년 BP 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양지식물인 소나무屬(Pinus) 화분은 벼科(Graminnae) 화분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함
께 급증한다. Holocene 후기에 소나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은 산불이나, 벌채 등 인간의 간섭
과 관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벼科(Graminnae) 화분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소나무屬(Pinus)의 증가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산불이나 기후변화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 경지
나 주거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존 삼림이 제거된 곳에 양지성 목본인 소나무가 증가했
을 것이다. 한편 소나무屬(Pinus) 화분의 증가와 함께 참나무屬(Quercus)과 오리나무屬(Alnus)
화분은 감소하는데 이는 遷移의 極相에 도달한 기존의 참나무와 오리나무 삼림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결과일 것이다. 구릉지가 아닌 충적지의 자연제방에서 삶터를 마련했을 때에는 참나무
숲을 제거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범람원의 습지에는 오리나무屬(Alnus)이나 초본식물들로
가득차 있었고, 참나무가 무성한 인접한 구릉지는 인간들에게 단백질 공급원이 되는 산짐승들
이 살고 있었으며, 나무들은 식량이 되는 열매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등, 숲은 오히려 보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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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자원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릉지의 참나무가 제거된 것은 인구가 증가하
고,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인구가 발생하면서 더 많은 활동공간이 필요해진 것에 기인한 다고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소나무屬(Pinus) 화분이 증가하기 이전 시대에는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을 뜻한다. 반구대에서 가장 가까운 울산충적평야
boring 지점 C의 화분분석결과<그림 8>에 의하면, 해발고도 －0.4m 지점에서 오리나무屬
(Alnus)의 출현빈도에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다. 습지에서 잘 자라는 이 木本이 급속하게 감
소하는 것은 당시 이 부근의 환경이 습지에서 乾陸상태로 변했음을 의미한다. 이 층준은 3,000
년 BP 경으로 편년되며, 3200년 BP 경의 상대적으로 높았던 해면이 하강하던 시기에 퇴적되
었다. 나무조각과 中砂가 포함된 細砂층으로 규조분석 결과 염수규조 57%, 기수규조 11%, 담
수규조 32%로 구성되어, 여전히 염수가 우세한 퇴적환경이었다. 그러나 화분조성은 퇴적당시
육상환경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음을 반영한다. 당시 고울산만에는 태화강이 운반해 온 하천
퇴적물이 두껍게 쌓였다. <그림 7>의 울산충적평야 중앙부의 퇴적상 횡단면도로 종합하면, 태
화강의 양안에는 내만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화분분석결과에서는 이 시기
에 들어와 벼과(Gramineae)화분이 비교적 크게 증가했다. 이것은 후술할 방어진의 2,300년 BP
경의 벼과화분의 증가 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울산시 무거동에서 청동기시대 논 유적
이 확인된 것과 관련지워 볼 때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어진의 화분분석(曺華龍, 1979)에서 소나무屬(Pinus)과 벼科(Gramineae)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2,300년 BP 경부터로, 경지나 주거지를 얻기 위해 산불이나 벌채 등 인간의 간섭이 본
격화되었던 것 같다. 이전에도 벼科화분이 꾸준하게 검출되었지만, 이 시기의 사람들은 벼가
식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의도적으로 보호하거나, 재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같
은 시기에 참나무屬(Quercus) 화분이 줄어들고 소나무屬(Pinus)과 벼科(Gramineae)화분이 증
가하는 것은, 사냥–채집경제 생활에서 堅果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나무인 참나무屬
(Quercus)이 경지확보를 위해 벌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쑥屬(Artemisia), 여뀌屬
(Persicaria), 범의귀屬(Bistorta vulgaris), 명아주屬(Chenopodium), 메밀屬(Fagopyrum)등 소위
문화지표식물들도 크게 증가하므로, 이와 같은 인간의 간섭으로 식생환경이 변화했음을 뒷받
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이라는 새로운 생업유형이 부가됨으로서 생업구조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
고 동시에 당시 인간들의 세계관, 신앙과 의례면에서의 변화를 초래하여 전통적으로 새겨져
오던 고래와 고래잡이의 모습은 점차 암각화에서 줄어들게 된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한편 암각화 내용의 변화에서 당시 이 그림을 제작한 이들의 거주공간을 검토해보면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김원룡(1980)은 고래를 비롯한 海獸위주에서 산짐승위주로 사냥대상이 바뀌는 것은 대곡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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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생활내용 변화를 반영한다고 분석하고, 변화의 원인을 해면저하에 따른 해안과의 거
리증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어로에서 수렵에로의 전환은 일반적인 경제발전의 한
보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논의 중 해면저하에 따른 해안과의 거리증대로
전체 짐승 중 고래를 비롯한 海獸의 비율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지적함으로서, 해퇴가 해면저
하 뿐 아니라 하천퇴적물 공급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반
도에 대한 해면변동과 해안지형변화에 대한 연구결과가 거의 없던 당시로서는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인상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암각화 내용변화를 일반적인 경제발
전의 한 보편적 과정이라고 보는 것은 이 지역 지형경관이 가지는 독특한 특징과 고래잡이가
이루어지는 울산지역의 자연환경적 특징을 간과한 논의로 생각된다. 어로에서 수렵으로 전환
된 것은 Holocene 중기 해면변동을 고려할 때, 해면이 안정되면서 해퇴가 일어나고 하천의
중, 하류부에는 상류부에서 공급된 퇴적물로 하상이 메워지면서 어획량이 줄어들었던 결과로
보인다. 즉, 전체 생산품에서 어로비율이 감소한 것은 자연환경 변화에 따라 인간의 경제활동
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따라서 선사시대 경제발전의 보편적 과정과 어느 정도 상관관계
가 있는지는 추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신숙정(1994)은 남해안에서의 신석기시대 식량획득 방식이 Holocene 해면 미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 영향은 암각화 제작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을 것이다. 즉,
암각화의 내용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체 동물 중에 고래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은 6,000～
5,000년 BP 이후 해면이 안정되면서 古屈火灣과 古蔚山灣이 매적되어 海退가 일어나고, 고래
잡이 어장이 거주지에서 점점 멀어지면서 고래잡이보다는 산짐승 사냥으로 비중이 옮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사냥대상인 고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냥하기가 어려워지고,
수확이 줄면서 사냥의 주 대상이 변화하였던 것이다. 후빙기 해진 극상기 이후 해면은 미변동
을 하면서 안정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화강이 운반해 온 퇴적물에 의해 고굴화만과 고울
산만이 3,000년 BP 경에는 거의 현 수준 가까이 매적되면서 漁場은 점차 멀어지고 고래사냥의
가능성과 수확량이 꾸준히 줄어들게 된다.
선사시대 수렵을 하던 사람들의 생활방식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의
수확을 얻는 법칙 아래 진행되므로, 태화강 하류부가 매적됨에 따라 고래잡이 어장이 점점 멀
어지고 古蔚山灣의 수심이 얕아 지면서 포경의 비율이 수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
었다. 이러한 현상은 반구대 암각화를 제작한 집단이 어로·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공동체였으
며, 태화강의 매적으로 고래잡이 어장을 따라 거주공간을 함께 옮긴 것이 아니라, 원래의 거
주지에 계속 머물면서 포경을 대신하여 주위의 산지와 하천에서 단백질 공급원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수렵·채취민들의 생활이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이동생활이 아니라
정착성이 강한 형태였음을 암시한다. 반구대 암각화 제작집단이 자원과 함께 이동하지 않은
것은 수렵채취 경제인들의 경제활동이 엄격한 공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반증한다. 아직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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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적 증거는 없으나, 태화강을 따라 몇 개의 공동체가 있어, 하천 주변에 거주하였다면,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인구압이 증가하므로 수렵·채취의 범위는 더욱 축소되어 갔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3. 암각화 제작인들의 활동공간과 포경형태
고고학적 연구 성과에 따르면 동해안에 회유하는 고래류의 遺體는 일반적으로 外海에 입지
한 外海系貝塚에서 발견되는 예가 많다고 한다. 한편 김해 회현리패총 등 내만역 입지 패총에
서도 고래류의 유체가 확인된 바가 있어, 선사시대 고래잡이는 외해와 내만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경우 아직 패총 등에 의한 포경의 증거가 없으므로,
고래잡이가 이루어진 공간에 대한 논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 項에서는 전술한 제4기
환경변화에 기초하여 포경이 이루어진 장소와 고래잡이의 형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울산만 하구에 있는 長生浦는 최근까지 우리나라 최대의 포경항이었으며, 주변의 우리나라
남동해안에는 현재도 고래가 많이 서식하거나 회유한다. 기술과 장비가 열악한 선사시대에
암각화 제작집단이 포경에 동반되는 엄청난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로 울산 앞바다에서 고래잡
이를 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래잡이 기술과 장비는 더욱 발전했을 것이다. 고래는 또
한 산짐승에 비해 휠씬 많은 식량과 기름, 뼈 등 생활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므로, 대량 포
획되어 멸종위기에 이르지 않는 한, 안정적인 어장을 가까이 둔 이 공동체는 산짐승 사냥보다
고래잡이에 더욱 치중했을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의 내용으로 볼
때, 포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산짐승 수렵으로 대체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원
인 규명이 요구된다.
암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취락지와 고래잡이 어장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반구대 암각화
제작인들이 과연 고래를 어디에서 잡았는지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반구대 암각화에 그려진 작살, 사람이 타고 있는 배의 그림 등으로 고래잡이가 외해에서 이
루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그러나 고래를 잡을 때 이와 같은 도구들은 장소에 관계없
이 필요하다. 울산만 앞 바다 장생포 부근은 봄–가을에 걸쳐 고래가 많이 잡혔으며, 현재도
울산 앞바다, 장생포, 울산만, 태화강 하구 부근에는 고래가 나타난다. 고래는 단백질과 지방
을 풍부하게 공급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염, 뼈 등 거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
에 대단히 매력적인 사냥대상이 된다. 한편 산짐승들도 좋은 단백질과 높은 열량을 제공하며,
뼈 등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단백질을 비롯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물질의 양은 고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다. 만약 고래잡이가 외해에서 이루어진다면, 거주지 주변의 산짐승 사냥과
어느 쪽이 생산성이 유리한 지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신숙정(1994)은 남해안 신석기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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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개더미 유적이 어떤 이유로 성립될 수 있었는가를 논의하면서 농사–집짐승 기르기 이전
의 수렵–어로사회 에서 생산성이란 식품 고유의 질이 우수한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것을
얻는데 들어간 에너지와 산출량·위험요소 등을 종합해서 고려한 값이라고 보았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 고래가 인간에게 주는 혜택이 산짐승에 비해 매우 크지만, 외해에서의 고래사
냥은 공동체에 엄청난 에너지 손실과 높은 사고위험을 요구한다. 선박의 성능이 향상되고, 장
비와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고래잡이는 매우 위험한 작업이었다. 고래가 회유하는 장생포
앞 바다에서도 조선 말기 외국 포경선이 들어온 이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포경업
이 발전하게 되었으나, 그 이전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포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
선시대에도 고래잡이는 활발하지 못하였다9).
반구대 암각화의 시간에 따른 단계적 내용변화를 볼 때, 이 집단은 초기에 산짐승 수렵을
주로 하면서 고래잡이 기술을 익히고 도구를 개량하여 후기로 가면서 고래잡이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고래잡이는 생업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산업으로 변해
간다. 고래잡이가 공동체에 주는 식량과 그 외 부산물의 양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생업의 변
화는 납득하기 어렵다. 외해에서 고래잡이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왜 후기보다 모든 여건이 어
려운 초기에 포경이 중요한 생업수단이 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래잡이가 부차적인 생
업수단으로 변했을까. 농업의 발생과 함께 어로에서 수렵으로 변화해 갔다면, 농경그림이 단
편적이라도 그려져 있어야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물러나 농경시기에는 암각
화를 제작하지 않았으며, 암각화가 순수 수렵화라면, 산짐승 수렵에 대한 고래의 비율이 대단
히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남는다. 청동기시대에 들
어와서도 농업이 중심을 이루기는 했으나, 부차적으로 수렵, 어로, 채취가 이루어졌으므로, 고
래가 주는 양질의 단백질과 열량 및 생활에 필요한 부산물은 포기하기엔 지나치게 매력적인
것이다. 그리고 고래잡이 자체가 주는 위험도가 이전에 비해 더 높았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포경이 외해에서 이루어졌다면 상술한 의문들은 설명이 불가능하므로, 이들이 고래잡
이를 하러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외해에서 하는 고래잡이는 좋은 장비와 기술 그리고 숙련되고 오랜 경험을 필요로 하는 것
이다. 반구대암각화의 단계적 내용변화를 볼 때, 이 집단은 초기에 산짐승수렵을 주로 하고
고래잡이기술을 익히고 도구를 개량하면서 후기로 가면서 고래잡이를 본격적으로 한 것이 아
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고래잡이는 생업에서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산업으로 변해간다. 고래잡
이가 공동체에 주는 식량과 그 외의 부산물의 양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생업의 변화는 납득
하기 어렵다. 외해에서 고래잡이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왜 후기로 갈수록 고래잡이가 부차적인
생업수단으로 변했을까. 그리고 고래잡이 자체가 주는 위험도가 이전에 비해 더 높았을 가능

9) 박구병 1995; 67～79쪽에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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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이 고래잡이를 하러 외해로 나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오히
려 그들은 자신이 살던 곳의 독특한 환경 변화에 따라 외해가 아닌 내만에서 고래잡이를 하
였음이 분명하다. 古屈火灣의 좁고 긴 공간에서 내륙의 하천 하구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거대한
고래들은 큰 몸체 때문에 자유롭게 방향을 바꾸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좁고 긴 內灣은 외해
와는 달리 수심이 얕고 고르지 못하여, 고래들의 움직임을 제한하므로, 수심이 얕은 곳에서
다른 고래나 인간들에게 쫓기면 좌초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고울산만과 고굴화만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고래잡이를 시도하였을 것이다. 공
동체 주민들은 배를 타고 고래를 얕은 곳으로 쫓아 좌초시키거나, 얕은 곳으로 몰아 거의 고
정된 대상을 작살 등으로 잡을 수 있었으므로, 오히려 산짐승 사냥보다 고래를 포획하는 것이
용이하였고, 고래잡이에서 많은 단백질과 열량을 얻을 수 있었으며, 공동체의 에너지를 크게
소모하지 않으므로, 위험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아울러 내만에서의 고래잡이에
도 배, 작살을 비롯한 많은 도구가 필요했을 것이며, 특정한 위치로 고래를 몰아 갈 때, 많은
소형배들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아마 산짐승을 사냥하여 해체하고 분배할 때보다 훨씬 많은
도구가 사용되었지만, 석기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구대 암각화 제작집단의 고래잡이 방식에 대한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조선시대
말기 외국 포경선이 장생포지방에 내항하기 이전,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의 고래잡이 방식에
대한 증언이다(朴九秉 1995).
그들은 참고래를 잡았는데, 여러 척의 소형배들이 고래를 일정한 곳으로 몰아서 창으로 찔
러 잡았다는 것이다. 그들도 옛날 사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기에 관
한 것은 모른다고 하였으나, 아무튼 오래된 일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내만이나 후미로 몰아서
잡는 포획법인 것 같은데, 그러한 몰이漁法에 의한 內灣捕鯨이 우리나라 재래의 주요 포경법
의 하나였던 것으로 보인다. 長生浦의 좁고 깊숙한 내만에 고래가 들어왔을 때는 어렵지 않게
얕은 곳으로 몰아서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곳에는 광복 이후에도 귀신고래가 들어 온 일
이 있었다고 한다. 고래자원이 극히 풍부하였을 때에는 제법 자주 들어왔을 것이므로 어부들
은 평상시에 이에 대비하여 포경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入灣한 고래가 나타나기만 하면 재빨
리 출동하여 이를 잡았을 것이다.
한편 그리피스(William Elliot Griffis)의 기록은 몰이법에 의한 포경법을 그의 저서 은자의
나라, 한국(Corea, The Hermit Nation(8th ed.) 1907) 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의 책은 대부분이
1877년부터 1880년 사이에 씌어졌다. 이 내용은 울산만에서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咸境道에
관한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적 고래잡이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한다. 咸境道 해안을 씻어 내리는 해류 중에는 청어, 리번어(ribbon fish) 및 외해에 서식하는
타 魚種의 어군이 유영하고 있다. 이들 어류를 먹고 사는 고래 떼가 이들을 쫓아 바짝 뒤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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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漁期가 되면 내륙지방과 해안지방 마을의 주민들이 와서 어로를 한다. ···(中
略)··· 그들은 이따금 해양에서 고래를 잡거나 얕은 수역에서는 고래를 해안으로 몰아 坐
礁시켜 잡는다.

10)

이 두 자료로 볼 때, 조선시대 말기에도 蔚山市 長生浦에서는, 내만으로 들어온 고래를 여
러 척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내만이나 정해진 곳으로 몰아서 좌초시키는 몰이어법에 의한
내만포경이 일반적이었으며, 咸境道에서도 수심이 얕은 연안수역에서는 몰이漁法으로 좌초시
켜 고래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들에서 선사시대 고래잡이 방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 말기의 재래식 고래
잡이 방법에 선사시대의 방식이 어느 정도 계승되었는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선사
시대의 고래잡이 기술과 수준이 조선시대의 그것을 뛰어 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나 수렵–채집경제 하의 암각화 제작집단은 단백질을 얻는데 고래잡이와 수렵을 제외하
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므로 포경은 매우 중요한 생업이었다. 한편 조선시대는 농업생산
력이 선사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았으므로, 도구는 철제로 발전했으나 포경기술이
대단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사시대에는 생업의 수단으로 고래잡이
가 이루어져 기술수준이 상당했을 것이므로, 조선시대에 비해 고래잡이 기술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시간의 차는 매우 크지만, 근대적 포경도구나 포경
선이 나타나기 이전의 조선시대 재래식 고래잡이 방식은 울산지역의 선사시대 고래잡이 방식
을 유추하는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서 고래잡이를 하였을까. Holocene 해진극상기의 고울산만 범위를 보
면, 정선은 현재 구영리 부근까지 태화강을 거슬러 도달하였으며, 현재 울산시가지가 있는 울
산충적평야는 넓은 내만의 환경이었다. 이 내만은 돗질산에서 방어진까지 비교적 좁은 해협으
로 외해와 연결된다. 울산만 앞 바다 장생포 부근은 봄–가을에 걸쳐 고래가 많이 잡혔으며,
현재도 이곳 뿐 아니라, 울산만, 태화강 하구부까지 고래가 나타난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고래들은 울산 앞바다에서 돗질산을 지나 현재 울산충적평야가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안쪽의
넓은 고울산만으로 들어 왔을 것이다. 이곳에서 암각화 제작인들은 배를 타고 고래를 현재 屈
火里, 九英里 부근의 태화강 하류부의 고굴화만 쪽으로 몰아가 좌초시키거나 끝이 날카로운
도구들을 이용하여 잡았을 것이다. 또한 고울산만에서 도구를 이용하여 고래에게 상처를 입히
면, 고래는 고굴화만을 지나 태화강 상류 쪽으로 도망가면서 스스로 좌초되는 방법 등도 가능
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래들이 먹이를 쫓거나, 솔피 등 다른 육식성 고래에 쫓겨
좁고 긴 古屈火灣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현재 암각화가 발견된 곳에서 삼정천이 태화강에 합류하는 사연리까지는 약 6km이고, 사연
10) 朴九秉 1995에서 재인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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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서 현재 해안까지 약 20km이므로, 고래어장이 외해이고, 현 해안 부근에 암각화를 제작한
공동체의 주거지가 있었다면, 암각화가 있는 반구대와의 거리가 암각화 제작이나 의식을 위한
왕래에는 너무 멀다. 암각화를 제작한 공동체의 주거지가 반구대에 가까운 곡연마을이나 四淵
里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해안과 적어도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어 고래잡이를 하러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로 너무 멀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당시 고래잡이 어장이 외해였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4. 古蔚山灣의 환경변화와 암각화 제작 집단 거주공간
선사시대에 1차산업으로 생산물을 얻는 인간들의 활동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대해서
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략 아침에 출발하여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범
위로 보고 있다. 선사시대 사람들이 통상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움직이며 주위의 자원을 이용하
는가에 대한 民族誌的인 조사나 고고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사냥–채집사회에서 자원을
얻기 위해 움직이는 범위는 반경 10km의 거리 또는 걸어서 2시간 거리로 잡고 있는데, 시간
으로 따지는 것은 반경으로 무작정 제한할 때 지형의 차이, 그에 따른 에너지의 지출 등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아 수정안으로 나온 것이며(Vita-Fanzi & Higgs 1970), 반경 10km는 원
래 칼라하리사막에 사는 쿵族의 사냥–채집살림을 관찰하면서 나온 것으로(Raper 1979), 생활
반경으로는 상당히 먼 거리라고 여겨진다11). 물론 희귀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더 먼 데까지
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반구대암각화를 조각한 사람들은 고래잡이에 배를 이용하여 왕래하였을 것이므로, 육로를
도보로 가는 것과 에너지 지출에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반경 10km 또는 2시간 거
리를 활동범위로 보아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上述한 바와 같이 당시는 해면의 급격한 상승으로 해진이 일어나 정선이 九英里(삼정천의
태화강 합류점에서 5km 하류) 내지 屈火里(삼정천의 태화강 합류점에서 7km 하류) 부근까지
들어와 古屈火灣이 형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류부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거의 立岩里까지
염수의 영향이 미칠 수 있었다. 더욱이 Holocene 해진극상기에 해면이 현재보다 0.8m 높았으
므로 충분히 가능하다. 盤龜臺 암각화를 새길 당시 주민들의 주거지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취락지 유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屈火里 보다 상류쪽인 四淵里나 곡연마을 부근에
살고 있었다면, 고래잡이하러 왕래하고 암각화가 있는 반구대까지 조각을 하거나, 의식을 치
르기 위해 왕래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구대 암각화에 나타난 각종 고래12)의 크기를 개략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작은 돌
11) 신숙정 1994; 135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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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는 몸길이 1.5 내지 2.5m이고 몸무게 80 내지 300kg, 향고래(향유고래)는 몸길이 7 내지
8m이고 몸무게 4t, 혹등고래는 몸길이 15m이고 몸무게 40t, 흰긴수염고래는 몸길이 25m이고
몸무게 40t이다. 이와 같은 거대한 고래들을 잡아서 해체하고 운반하는데는 유용한 운반수단
이 있어야 한다. 사연리에서 고래잡이 어장까지 육로를 이용한다면, 태화강의 공격사면에 해
당하는 凡西面 立岩里의 太和江 對岸인 凡西面 四淵里와 望星里 사이의 舞鶴山(344.7m) 南斜
面은 매우 가파른 절벽이어서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古蔚山灣에서 고래를 포획했다
면, 배를 제외하고는 다른 운반수단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아마 마을에서 배를
타고 고래잡이하러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갈 수 있으므로, 四淵里와 望星里 사이의 舞鶴
山(344.7m) 南斜面의 急斜面과 수직의 河蝕崖에 상관없이 많은 수확물을 배에 싣고 쉽게 왕래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해면이 상승하고 九英里 내지 屈火里에 내만이 형성되면서 하천의
수위도 상승했다. 더구나 해면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빙기에 하방침식으로 형성된 하곡이
충분히 메워지지 않았으므로 주거지와 어장 사이를 소형 선박으로 왕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5. 암각화의 제작연대
기존연구 성과 중에서 반구대 암각화 제작시기에 대한 제 견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각 학자들이 추정한 최초 제작시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은 舊石器 시대이며, 가장 최근의 것으
로는 原三國시대이다.
반구대 암각화 제작시기에 대한 견해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김원룡(1980)의 편년이다. 그에 따르면, 암각화는 弩, 外洋船의 존재 그리고 천전리
암각화 등과의 비교고찰로 부터 鐵器를 동반하는 靑銅期 後期부터 原三國期初, 實年代로 B.C.
300～A.D. 100년 경(2,300～1,900년 BP 경)의 약 4세기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그
의 또 다른 논문(1983)에서도 遠洋船, 弩, 렌트겐技法이 일본 彌生時代에도 존재한 사실 등으
로 미루어, 靑銅器 後期에서 原三國 初期, 즉, BC 300년 경에서 AD 100년 경까지의 400년 동
안 제작된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히 그는 암각의 쪼은 喙痕이 직경 1～2mm 정도
의 정연한 소원형이며, 그것도 내부가 옴폭하게 간 것처럼 매끈하게 패였고(A부분의 아랫쪽,
아래로 향하는 가장 큰 고래), 硬石 따위로 쪼은 것이 아니고 끝이 연필끝 비슷한 金屬尖具
(징)을 대고 망치로 때린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으며, 이 금속첨구는 청동일 수도 있으나 경
도가 약해서 실용성이 없을 것이므로, 아무래도 鐵製라고 추정하여 연대를 결정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암각화가 狩獵經濟 社會의 소산이며 소위 狩獵藝術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보았다.

12) 정동찬 1988이 분류한 고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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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는 청동기시대에 농경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더욱이 하안
단구가 넓게 발달하며 태화강과 삼정천이 만나는 곡연리나 對岸의 입암리 등 태화강 중·하
류부는 밭농사에 적합한 지역이다. 최근 蔚山市 南區 無去洞 玉峴遺蹟에서 청동기시대 前期의
水田이 확인되었다(경남대학교박물관·밀양대학교박물관 1998; 19쪽). 수전은 삼호교 부근 태
화강에 합류하는 소하천의 합류점에서 상류쪽으로 약 2km 떨어진 곳에 있다. 이것은 청동기
시대 전기에 이미 태화강 유역에서 상당한 수준의 농업기술을 요하는 논농사까지 이루어졌음
을 의미한다. 이 외에도 태화강 중·하류부에는 하천이 범람할 때도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안
단구가 비교적 넓게 분포하므로, 수렵사회가 기원 전후 까지 유지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암각화가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 전기까지 제작된 수렵경제사회의 소산이라는
해석은 모순이다. 그리고 암면을 쪼은 喙痕이 硬石에 의해서도 제작될 수 있음은 유럽이나 시
베리아의 신석기시대 암각화의 존재에서 그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반구대 암각화 製作時期에 對한 諸 見解
제작시기 구석기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초기철 원삼국
시대 전기 중기 말기 전기 중기 말기 기시대 시대
연구자
문명대(1973)
손보기(1973)

비 고

--부분적으로 구석기시대에
제작

→

황용훈(1975)
황용훈(1987)
김원룡(1980)

—

B.C. 3C～A.D. 1C, 초기
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
전기에 해당함.

임세권(1984)
임세권(1999)

--

정동찬(1988)

-- --암각화를 종교적 혹은
의례적 측면으로 해석

임장혁(1991)
황상일·윤순옥
(1995)

정착농경민에 의해
제작됨.

제작이 시작된 시기가
6,000년～5,000년 BP 경

→

장명수(1997)
한반도 남부에서 초기철기시대의 도구는 청동기시대에 사용한 석기, 목기, 골각기와 무문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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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여전히 주류를 이루었고, 청동기는 非實用的이며 儀器用이었다. 철기도 사용되었으나, 남
부지방에서는 대체로 초기철기시대 말기인 2,100년 BP 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울산시 북쪽 농소면에는 노천광인 達川 철광산이 일찍부터 개발되었으나, 철기가 보편
적으로 사용된 것은 원삼국시대이다. 기원 전후는 이미 삼국사기에 기록이 남기 시작한 시기
이다. 만약 이 때 경주의 바로 남쪽에 위치한 울산지역에서 고래가 대량으로 포획되었다면,
어떤 형태로던지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沾解尼師今 10年(256년) 3月에 나라의 동해에 대어 세마리가 나왔는데 길이가 3장, 높이가 1
장 2척이었다 는 기사가 나온다. 그 후 實聖尼師今 15년(416년)에 3월에 동해변에서 대어를
잡았는데 뿔이 있고 그 크기가 수레에 가득찼다. 는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런 기록은 당시
이 지역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고래잡이를 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
한편 김원룡(1980)은 면각그림 좌측 상단의 고래 몸에 꽂혀 있는 것은 창이나 작살이 아니
라 화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근거를 鏃身의 형태가 槍과는 달리 꽂히면 뺄
수 없게 날개(逆刺)를 가지고 있는 점과 고래 向右側에 표현된 도구가 强弓 즉 弩인 것을 들
고 있다. 그는 화살대 끝에 긴 끈을 매달아 현대의 포경작살과 같은 위력과 효과를 발휘하였
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래에 꽂혀있는 도구를 대부분의 연구자가 작살로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바와 같이, 멀리 도망갈 수 없는 고울산만에서 이루어지는 포경에 로프를 매단
포경작살과 같은 용도의 도구가 필요했을 것 같지 않다. 아울러 弩(强弓)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서도 문명대·황수영(1984)은 고래잡이용 무기라고 생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우기 朴九秉
(1995)은 암각화에서 弩로 설명되는 것이 포경과 관련된 漁具라 하더라도 弩를 主漁具로 한
포경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노의 사용이 포경법의 기본적인 유형의 하나가 아니므로,
노를 포경법과 직접 관련짓는 것은 무리이며, 작살로 고래를 잡을 때 보조도구로서 사용되었
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보조도구는 독성물질을 발라 쏠 때나 해안으로 몰아 잡을
때 사용되므로, 노가 아닌 보통의 활로 충분하며, 포경법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은 노가 아닌
작살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弩가 포경에 있어 일반적인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밖에
이 도구가 弩라는 주장에 異意가 없는 연구자도 있고, 암각화에 나타난 그림이 弩가 아닐 가
능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으며, 어느 쪽 견해에도 기울어지지 않은 이도 있다. 이와 같이 사
용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다른 도구일 수 있는 것을 시기결정의 중요한 지표자료로 쓰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암각화의 제작시기를 B.C. 300년에서 A.D. 100년 경(2,300年～1900년 BP 경)
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암각화 자체는 제작시기를 결정할 물적 자료를 제공할 수 없으나, 그림 내용과 암각화가 소
재하는 공간적 위치는 몇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암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를 논의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점은 첫째, 암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반구대에서 멀지 않고,
둘째, 암각화를 제작한 사람들의 주거지가 고래잡이 어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점이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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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수렵과 채집에 종사하였으며, 수렵의 대상은 산짐승, 어류, 고래였다. 넷째, 암각화가
제작되기 시작할 때, 이 공동체는 생업 중 산짐승 수렵은 비중이 낮았고, 고래잡이가 주요한
생업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래잡이의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암각화 제작연대를 해면변동과 해역의 최대 확대시기인 6,000～5,000년 BP
경에서 고굴화만이 소멸하고 고울산만이 분리되고 수심이 얕아진 3,000년 BP 이후의 어느 시
기까지 보려고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구대 암각화에는 어로(포경)와 수렵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농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점이 암각화 제작연대를 시사한다.
일반적으로 농업이 주요 생업인 집단, 지역, 시대에는 농업생산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수많은 의식과 의례의 흔적이 확인된다. 물론 반구대 암각화를 반드시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암각화의 내용이 어로와 수렵이 중심이면서
농업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암각화의 제작연대를 농업이 본격화하기 이전
시대의 소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암각화에 보이는 주요 畵材의 하나인 고래와 고
래잡이 모습이 바다를 무대로 하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암각화의 제작연대는 고래가 회유하는
해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바다자원이 활발하게 이용되던 시대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이다.
한반도의 해수산 패총의 성립연대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성과, 울산 태화강 중·하류부의
Holocene 자연환경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성과를 검토해보면, Holocene에 있어서 해면상승
과 해역확대 그리고 바다자원 이용이 활발하던 때는 신석기시대와 초기철기 및 삼한시대 두
시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암각화의 제작 기법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신석기시
대～청동기시대로 보고있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면 암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연대는 신석
기시대에 해당하는 6,000～5,000년 BP 무렵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물론 선사·고대에 인간,
물자의 행동·이동 반경이 수 십～수 백km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 고고학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해역이 최대로 확대된 시기를 반드시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연대로 보기에
는 한계가 따르는 점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고래잡이하러 가는 어장과의 거리는 비교적 귀중
하면서도 무게나 부피가 작은 것들에 치중되는 교역과는 달리 포획한 고래의 무게나 부피 그
리고 포경을 위해 준비하여야 하는 물품의 규모와 인원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원거리 포경이
일반적이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추정된다.
한편, 고래가 암각화의 畵材로서 그 비중이 낮아지는 제작단계는 3,000년 BP 이후의 어느
시점일 것으로 추측된다. 해면하강과 汀線의 후퇴, 태화강의 토사운반이 활발해져 고굴화만이
소멸되고 고울산만의 매립이 진행됨에 따라 고래 회유의 범위와 포획확률이 줄어들게 되고
고래잡이에 필요한 이동반경이 큰 부담이 됨에 따라 그 대책으로서 육상동물이 주요 포획대
상이 되었고 그러한 상황이 암각화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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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1) 암각화가 제작되기 시작한 6,000～5,000년 BP 경은 Holocene 해진극상기로서 汀線은 태
화강의 중·하류부인 입암리 내지 굴화리 부근까지 도달하였다. 이때 이곳에서는 폭이 300 내
지 500m에 달하는 古屈火灣이 형성되어, 반구대 부근에 살던 공동체의 고래잡이가 가장 용이
하였다.
2) 암각화 제작이 끝난 시기는 汀線이 태화강 하류 쪽으로 후퇴하여 반구대 부근에 살던 공
동체의 고래잡이 어장이 크게 멀어졌고, 돗질산보다 내륙 쪽 현재 울산시가지 일대의 고울산
만이 태화강의 자연제방에 의해 태화강과 여천강 쪽으로 나누어졌으며, 하천의 범람퇴적물에
의해 고울산만이 매적되면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고래가 크게 감소하던 시기일 것이다. 또한
3,000년 BP 경 이후 해면하강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는 3,200년 BP 경의 상대적
고해면기에서 2,300년 BP 경의 저해면기로 이행하던 과도기로서, 남부지방의 농업이 본격적으
로 시작되어, 수렵과 어로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을 약 3,000년 BP 이후의 어느 시기로 추정
된다.
3) 암각화를 제작한 공동체는 수렵, 어로, 채집을 주요한 생업으로 하며, 반구대 부근의 태
화강변에 살면서 환경변화에 따라 고래잡이와 산짐승을 수렵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사실
적 방법으로 암각화를 제작하였다.
4) 고래잡이는 내만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포경은 Holocene 해진극상기 古蔚山
灣과 태화강 하류부의 古屈火灣의 독특한 지형 환경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방법은 일반적으로 고울산만으로 들어온 고래를 여러 척의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고굴화만
쪽으로 몰아서 좌초시켜서 잡는 몰이어법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 태화강 하류부의 내만 입
구에서도 도구를 이용하여 고래에게 상처를 입히면, 고래가 하천의 상류 쪽으로 도망가면서
스스로 좌초되는 방법이 가능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고래들이 먹이를 쫓거나 육식
성 고래 등에 쫓겨 좁고 긴 내만으로 스스로 들어오는 경우이다.
5) 盤龜臺 암각화를 새긴 주민들은 고울산만과 고굴화만으로 고래잡이를 위해 왕래하고, 반
구대에서 조각을 하거나, 의식을 치루었을 것이다. 고래잡이가 쇠퇴한 이후 산짐승 수렵이 가
능했던 점들을 고려하면, 이들의 주거지는 고굴화만과 반구대 사이의 태화강변에 있는 屈火里
보다 상류쪽인 四淵里나 곡연마을 부근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고래를 포획한 사람들은 잡은 고래를 배로 주거지까지 운반하였을 것이다. 즉 태화강은
공격사면인 舞鶴山(344.7m) 南斜面에 急斜面과 수직의 河蝕崖가 있어 육상교통로는 거의 불가
능했다. 그러나, 해면이 상승하여 九英里 내지 屈火里까지 바다가 전진하고, 태화강의 수위도
상승하였던 6,000～5,000년 BP 경에는 빙기의 침식곡이 미처 메워지지 않았으므로 당시 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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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하류부에서는 소형의 배가 왕래할 수 있었을 것이다.
7) 반구대 암각화의 내용 변화를 Holocene 해면변동과 이에 따른 정선변화로 검토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체 동물에 대한 고래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고래사냥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사냥의 주 대상이 변하였기 때문이다. 즉, 후빙기 해진극상기 이후 해면은
미변동하면서 안정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화강이 운반해 온 퇴적물에 의해 하구부가 매
적되면서 정선이 바다 쪽으로 물러가는 해퇴현상이 일어났으며, 결과 고래漁場이 암각화를 제
작한 공동체의 주거지에서 점차 멀어지고 고래사냥의 가능성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8) 반구대 암각화의 내용으로 볼 때, 이것을 제작한 공동체는 어로·수렵을 전문으로 하는
집단으로, 태화강이 매적되면서 고래잡이 어장을 따라 그들의 거주공간을 함께 옮겨가지 않고,
계속 머물면서 포경 대신 주변의 산지와 하천에서 단백질 공급원을 찾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살던 어로·수렵민들은 정착성이 매우 강했다고 본다. 또한, 인간이 살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태화강을 따라 인구가 늘고, 공동체가 증가하면서 각 공동체마다 활동영역이
비교적 엄격하게 구획되어 이주에 제약을 두었을 가능성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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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e of Physical Environment During Holocene and
Human Life of the Middle and Downstream of Taehwa
River in Prehistoric Times in Ulsan, Korea
Hwang, Sang–Ill·Yoon, Soon–Ock
Due to rather deep influences of the nature on the human life during prehistoric and
ancient times should have confined their living space based on their long-term experience
with the nature and careful analyses from that. The relationship here between human and
nature can be understood far more accurately through the interdisciplenary approach often
on physical geography, archeology, and the studies of the history of ancient times. Studies
on alluvial plains in relations of the sea level change have been accumulated in Ulsan area
and there is also the Bangudae-rockgravings-picture where many whales carved on the rock
wall. This means that studies on the change of sea level can be applied realistically in
Ulsan area. Those who carved the rock gravings made its livelihoods by hunting, fishing,
and collecting foods, living along the Taehwa River near Bangudae. Based on their
experiences catching whales and other animals according to the change of sea level, they
were able to make these rock gravings. Whale catching took place in unique environment
such as in the ancient Ulsan bay and Gulhwa bay of the downstream of ancient Taehwa
River during the Holocene Flandrian transgression. As for whale catching techniques, the
most basic was thought to be catching the whale that had come into Ulsan bay and then
with the help of many small sized ships drive them toward Gulhwa bay. As it was
aggraded on the rivermouth due to the alluvium transported by the Taewha River since
the Holocene Flandrian transgression, ancient coastline moved toward the sea. This
eventually resulted in the decrease of fishery and possibility of whale catching because the
catching grounds went further and further away from the living areas of the people who
had made the rockgravings. Instead of moving with the catching grounds, this community
then searched for their needed supply of protein around the adjacent hills and rivers
surrounding them. It can be said that the rock graving was first made around 6,000-5,000
BP during the climax of Holocene transgression when ancient coastline moved forward to
the middle and downstream of Taehwa River. The making of the rock graving took place
3,200 BP and 2,300 BP. In other words, it is inferred that all was concluded approximately
2,800～2,700 BP as they entered into the Bronze Age in the southern reg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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