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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천 암각화군의 공학적 진단과 보존방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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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ngineering Survey and Proposal on Preservation of 
Petrograms at Daegok Brook

Hong-Jae Cho, Jong-Kyu Moon

Abstract It has been presumed that Bangudae-petrogram and Chunjonri-petrogram have been sculptured along the 
river Taewha in the prehistoric age. These petrograms have been sculptured on shale, the sedimentary rock of 
cretaceous in Mesozoic era and have been weathered by wind and rain for around 6000 years, resulting in weathering 
grade 5. Specially, Bangudae-petrogram has been in submerged zone in Sayeon dam for 168 days a year and the 
submersion has been repeated for 45 years up to date. This paper adopts an engineering approach to these petrograms' 
properties and discuss how to enhance strengths of petrograms themselves and stop weath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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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울산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변에 선사시대 암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이 있다. 
이들 암각화군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인 셰일면에 새겨져 있어 6000여년 동안 비바람에 풍화되어 풍화 5등급을 

넘어 지금은 박리가 되고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반구대 암각화는 하류 사연댐의 수몰지구내에 존재하므로 45년 

동안 1년 중 168일간은 물속에 잠겨있는 상태를 반복하여 왔다. 본 연구는 암각화군의 공학적 상태를 점검하여 

암각화 본체의 강도증진과 풍화정지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핵심어 반구대 암각화, 퇴적암, 셰일, 풍화

1. 서 론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은 울산 태화강 지류인 

대곡천 중류 및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을 본고에

서는 대곡천 암각화군으로 칭한다. 고고학계에서는 반

구대 암각화는 선사~신석기시대에, 천전리 각석은 청동

기시대의 암각화로 추정하고 있다. 울산 태화강의 지류

인 대곡천을 막아 사연댐을 건설하여 울산의 식수원으

로 활용하고 있고 사연댐 상류 2.6 km지점 왼쪽 퇴적암 

벽면에 반구대 암각화(국보 28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가 새겨진 암괴들이 대곡천 유

심에 접하고 있어 매년 주기적으로 물에 잠기는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로부터 상류 1.2km 
지점 오른쪽에 퇴적암면에 새겨진 천전리 각석(국보 

14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산 210)이 대

곡천 흐름을 발밑에 두고 있다. 그림 1은 두 암각화의 

위치를 직선거리로 나타내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가 발견되기 전에 울산시민의 식수원으

로 개발된 사연댐은 만수위 60 m로 설계되었으며 반구

대 암각화의 저부는 52.5 m로 매년 평균 168일 동안 

물속에 잠겨 있는 상태이다. 
반구대 암각화로부터 1.2 km 상류에 있는 천전리 각

석은 대곡천 수위에 침수 영향이 없으나 각석 기반암은 

사암으로 구성되어 대곡천 통수단면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암석의 공극으로 인한 모세관 현상으로 풍

화에 필요한 수분의 공급이 충분할 것이다. 천전리 각

석의 표면 및 기층 풍화도도 반구대 암각화의 풍화 정

도와 비슷한 것은 이를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두 암각화의 조각 기반 암종이 동일한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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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암각화 위치도

일이며 풍화 정도도 비슷한 경우이기에 동일한 관점의 

연구대상으로 책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풍화의 가

속이 진행되는 두 암각화의 상태를 암반공학적 면과 수

리수문학적인 면으로 현 상태를 진단하여 풍화로 인한 

훼손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학적 대책을 제시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 연구를 진

행하는 과정에서 퇴적암의 풍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smectite(점토광물의 일종)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반구대 암각화 상부 정상부분이 돌출되어 강도가 약화

된 암괴의 붕괴 또한 위험하기에 이에 대한 보강대책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곡천 암각화군

2.1 반구대암각화

반구대 암각화는 퇴적암의 일종인 셰일면상에 길이 

10m, 높이 4m 범위에 조각되어 있으며 퇴적암의 특색

인 층리면이 지각변동의 결과로 수직으로 위치하고 있

다. 그러나 부근의 셰일층은 약간의 경사면을 가진 수

평층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퇴적시기인 중생대 백

악기 이후 한반도에 격심한 지각변동이 일어난 영향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수직면, 수평면의 층리간격은 15~
20 cm이며 층리사이에 3~5 cm의 부절리가 이완되지 

않은 상태로 발달해 있으나 그 미세한 부절리면으로 물

의 침투가 활발함을 본 연구의 침투시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기와 물의 침투면이 암괴내의 종횡으로 

3~5 cm간격으로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

기 중의 습도에 의해서 이들 미세공극이 충분히 물로 

포화되어 풍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을 말해준다. 암각

화면의 기반을 이루는 암괴는 사암이며 층리면이 약 18˚ 
경사진 상태로 대곡천 유심에 직접 접하고 있다. 이 사

암군도 셰일과 같은 지각변동의 영향으로 미 이완 불연

속면이 매우 촘촘히 발달되어 풍화의 가속현상을 유발

하기에 적합한 상태이다. 암각화를 구성하는 사암과 셰

일은 퇴적시기의 교호 퇴적현상을 볼 수 있어 퇴적특성

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 지역 암반 전체가 퇴적 후 

융기된 지반임을 알 수 있다. 암각화면 직상부에 암각

화를 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자연지반 돌출부가 형성

되어 있다. 이 암괴도 사암과 셰일의 교호 퇴적된 암괴

인데 정상에 약 1 m 내외의 토사를 과재하중으로 지지

하고 있다. 이 돌출부는 전단력과 모멘트를 유발시켜 

암각화가 상부 돌출부로부터 자중에 의해 붕괴될 위험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는 갈수기의 반구대 암각

화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잠수상태와 노출상태가 연속되며, 더욱이 흡수율이 

높고 공극율이 큰 셰일 암표면의 풍화가속은 매우 심각

하여 각석면의 암석은 풍화 5등급을 넘어 흙의 상태로 

이행 중에 있다. 즉 표면의 화면은 부슬부슬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사연댐은 100만이 넘는 울산시민의 중요한 식수 공급

원이기에 잠수상태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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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반구대 암각화 전경

그림 3. 천전리 각석 전경

다. 문화재청은 수위를 낮추어서 암각화를 보호해야 한

다는 입장이고 울산시청은 대체수원의 확보 없이 수위

를 낮추기 힘든 처지로 10여년에 걸친 협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기관의 공통점이 암

각화를 물에서 꺼내면 암각화의 보존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암각화면의 심각

한 풍화상태와 바탕암석의 풍화상태에 대한 관심과 논

의는 도외시되고 있는 형편이기에 본고는 공학적 점검 

및 실험에 의한 현 상태를 파악하여 이 문제에 대한 공

학적인 정리 및 조명을 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2.2 천전리 각석

천전리 각석은 두동면과 두서면의 개천이 합쳐지는 

곳에서 조금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 각석은 너비 

10.5 m, 높이 2.7 m의 크기이고 평평한 모양이며 앞으

로 약 26˚ 기울어진 상태를 수 천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

(그림 3).
천전리 각석도 퇴적암인 셰일면에 새겨져 있으며 반

구대 암각화와 같이 그림이나 문자가 직립 암반면에 새

겨져 있다. 이것 역시 중생대 백악기 이후 지각변동에 

따른 암반의 재배치의 결과로 사료된다. 절리간격도 

15~20 cm, 내부 부절리 간격도 3~5 cm로 반구대 암각

화와 같은 암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연속면

의 배치에 따라 대곡천 수류의 흐름, 대기 중 습도에 인

한 풍화기구는 반구대 암각화의 풍화기구와 동일하다. 
천전리 각석은 대곡천 수위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은 점

이 다를 뿐이다. 그림과 명문이 새겨진 각석표면은 풍

화 5등급의 암석으로 박리현상이 뚜렷하며 상당부분은 

박리, 훼손이 심하여 그림과 명문을 알아 볼 수 없는 상

태이다. 두 암각화는 모두 같은 시기인 중생대 백악기

에 생성된 셰일면에 새겨져 있고 기후 풍토에 따른 풍

화정도 역시 비슷하게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으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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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위 변화(10년)

표 1. 대곡천 수계 댐

대 곡 댐 사 연 댐 비  고

댐 형식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중앙 차수벽형

록휠댐

유역면적(k㎡) 57.5 67.0

저수량(백만 ㎥) 28.5 30.3

용수공급(백만 ㎥) 32.9 36.5 년간(상수도)

댐 높이(m) 52.5 46.0

여수토(EL, m) 115.50 60.0

댐(EL, m) 126.8 66.4

준 공 일 2005.12 1965.12

그림 5. 월별 평균수위

년간 물속에 잠겨 있든 반구대 암각화의 훼손이 조금 

더 진행되었을 뿐이다.

3. 지질학적 배경

본 지역은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지대로 경상분지의 

하양층군 내의 여러 소분지중 울산소분지에 해당되는 

지역이다. 퇴적이후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등의 수차

례의 지각변동이 일어난 곳으로 현재의 상태로 미루어 

보면 이 지역은 융기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다. 울산소분

지는 사암보다는 셰일과 이암의 퇴적이 더 우세한 지역

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상분지 퇴적암은 외국

의 퇴적암에 비해 강도가 매우 높은 암(민덕기 외, 2007)
들이다. 그러나 물과 공기의 소통이 잘 되는 곳에서는 

풍화속도가 매우 빠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퇴적암의 

구성성분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장석, 운모 등이 분

해되어 점토광물로 변하며 휘석, 각섬석이 포함된 모암

이 풍화할 경우에는 팽창성 점토광물인 montmorilonite
가 생성되기도 한다.

4. 대곡천의 수문학

태화강의 유로연장은 46.02 km로 한국의 하천으로는 

규모가 작은 강이다. 여기의 한 지류인 대곡천은 유로

연장 9.95 km이며 상류~중류의 구배는 1/80~1/100으
로 산지하천의 특색인 급류하천에 속한다. 반구대 암각

화 상류 100 m 지점에 지천인 반곡천이 유입하며, 암각

화 부근은 사행하천의 형상을 보이고 있다. 대곡천 수

계의 대곡댐과 사연댐의 제원을 표 1에 요약하였다. 
연중 평균 강수량 1,245 mm로 5월 초의 봄장마가 시

작되는 때부터 사연댐 수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반구

대 암각화는 수몰되기 시작하여 6월 중순경부터는 완전

히 수몰되어 이듬해 1월 중순경부터 윗부분이 나타나므

로 3~4개월 정도만 대기에 노출된다. 그림 4는 2000년
부터 2009년 12월까지 EL52~EL55까지의 암각화면의 

수몰상태를 연도별 수위곡선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5는 년평균 수몰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연평균 

완전 수몰기간은 168일로 나타난다.
수몰된 기간에 급류하천의 수류에 의한 침식, 수중생

물 및 미생물의 부착으로 암각화는 표면부식이 지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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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암석의 물리적 특성

암 종 위 치 시료 수
밀도

(KN/㎥) 비 중
함수비

(%)
흡수율

(%)
공극률

(%)

셰 일

울산 소분지 36 26.281 2.765 0.86 2.51 1.43

반구대 3 25.755 2.660 2.93 6.13 8.40

천전리 3 26.059 2.672 2.88 5.84 7.77

사 암

울산 소분지 25 26.236 2.751 0.36 2.37 2.72

반구대 2 25.823 2.690 2.55 5.95 6.28

천전리 2 26.343 2.711 1.89 4.88 6.01

표 3. 암석의 강도특성(MPa)

암 종 위 치 시료수
Schmidt

hammer시험

탄성파

속도시험

점하중

강도시험

마모율

시험

일축압축

강도※

셰 일

울산 소분지 77~137 - - - - 92.8

반구대 3 32 33 40 37 36.6

천전리 3 35 32 48 34 39.8

사 암

울산 소분지 77~132 - - - - 106.5

반구대 2 37 36 46 42 41.2

천전리 2 44 41 54 48 47.8

※Schmidt hammer시험, 탄성파속도시험, 점하중강도시험, 마모율시험 등으로 부터 구한 간접시험값의 평균값임.

어 왔다. 또한 수몰로 인한 수압의 영향으로 암석에 발

달한 미세한 틈과 공극으로 물이 더 깊게 침투하여 풍

화면을 더 확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몰의 영향으

로 반구대 암각화는 천전리 각석에 비해 흡수율, 공극

율, 마모율과 압축강도에서 더욱 많이 풍화된 결과가 

나타난다고 판단된다(표 2와 표 3 참조).

5. 암각화의 공학적 특성

반구대 암각화의 표면은 부식되어 박리가 진행 중이

며 여기서 직접 시료채취는 불가능하여 조각면에서 2 
m 떨어진 동일 암체에서 3개소(셰일), 암각화면 하부 

기반암인 사암 2개소를 채취하였으며, 본체에서 1~2 m 
이격된 지점의 암반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셰일 3개소와 

사암 2개소에서 Schmidt hammer시험을 수행하였다. 
현지에서 채취한 시료는 1개소 당 평균 6~7 kg 정도

의 부스러진 파편들로 각종 간접시험법을 활용하여 강

도를 추정하였으며 암석의 기타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

였다. 역학시험 후 남아있는 시료로 마모율시험을 수행

하였다. 이 시험으로 발생한 분말을 사용하여 화학조성

(XRF) 및 점토광물성분(XRD)을 얻을 수 있었다. 모든 

시험은 공기 건조상태에서 시행되었으며 ASTM 및 ISRM 
기준에 준하여 시행되었다. 이들 각종 시험결과를 경상

분지 하양층군의 울산소분지 퇴적암에 대한 기존 시험

자료(민덕기와 문종규, 2006A, 민덕기와 문종규 2006B, 
민덕기 외, 2007)와 비교하였다.

5.1 물리적 특성

반구대 암각화의 암각면의 셰일, 암각면 하부의 기반

암반인 사암과, 천전리 각석의 암각면의 셰일 및 기반

암인 사암과 동일한 풍화상태의 암석시료를 대상으로 

밀도, 비중, 함수비, 흡수율 및 공극율을 구하기 위한 실

내시험을 시행하였다. ASTM(D 854-00), ASTM(D 2216-
98) 및 ISRM(1979)를 기준하여 시험을 시행한 결과를 

취합하고, 경상분지 하양층군의 울산 소분지의 기존 시

험값과 대비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표 2에서 밀도와 비중은 울산소분지보다 암각화군의 

값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반구대 값이 천전리 값

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함수비, 흡수율 및 공극율은 

서로의 상관성이 존재하는 값들이며 흡수율은 암각화

군의 값이 울산소분지 평균값에 비해서 3~7배 더 크게 

나타났다. 공극율은 2~5배의 높은 값들이며 특히 셰일

에서는 2~6배 가까운 큰 값으로 분석되었다. 함수비, 
흡수율 및 공극율에서 반구대 값이 천전리 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며 이는 셰일과 사암 공히 같은 추세이다.
이것은 암각화면의 셰일을 평가하면, 반구대 암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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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천전리 각석면 보다 약간 더 약화가 되었다는 것

을 의미한다. 반구대 암각화의 기반암과 천전리 각석의 

기반암인 사암과 서로 비교하여도 반구대 기반암이 좀 

더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생대 백악기라

는 동일 생성연대의 암석에서 물리지수의 차이가 나타

나는 것은 반구대 암각화가 45년 동안 잠수와 노출의 

반복으로 인한 풍화도의 차이라고 판단된다.

5.2 역학적 특성

점하중시험(ASTM D5731-95, ISRM-1985), Schmidt 
hammer 타격시험(ASTM D5873-00, ISRM 1981-1), 
마모율시험(ASTM C131-89, ISRM 1981-2) 및 탄성파

속도시험(ASTM D2845-95, ISRM 1978-1)을 시행하

였다. 이는 현장에서 채취된 시료가 일축압축강도를 직

접구하기 위한 코어링할 수 있는 시료가 없기 때문에 

간접방법으로 일축압축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경
험식(식 (1)~(7))(민덕기와 문종규 2006A, 민덕기와 문

종규 2006B, 민덕기 외, 2007)을 활용하여 시험값을 매

개로 하여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의 조각면의 일

축압축강도를 추정하였다. 

Schmidt hammer시험

셰일, 사암

σc=30.1*exp( Rn/38.2)-30.2
   (N=77, R=0.978)

(1)

탄성파속도시험

셰일

σc=153.06*Vp-287.44
   (N=130, R=0.907)

(2)

사암

σc=161.58*Vp-312.11
   (N=113, R=0.933)

(3)

점하중강도시험

셰일

σc=16.28*Is(//)+31.26
   (N=137, R=0.791)

(4)

사암

σc=21.58*Is(//)+6.06
   (N=44, R=0.916)

(5)

L.A. 마모율시험

셰일

σc= 264.66*exp(-ℒ/32.01)+16.84
   (N=128, R=0.940)

(6)

사암

σc= 286.24*exp(-ℒ/30.81)+11.30
   (N=132, R=0.936)

(7)

여기서 σc는 일축압축강도(MPa), Rn는 Schmidt hammer 
타격수, ℒ는 L.A.마모율(%), Is(//)는 직경방향 점하중

강도(MPa), Vp는 P파속도(km/sec)를 나타내며 N은 시

료수, R은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 3에서 셰일의 울산소분지 평균값은 92.8 MPa이며 

반구대 암각면의 셰일 값은 이것의 39%, 천전리 각석

은 43%로 나타났다. 사암의 경우도 반구대 기반암은 

울산소분지 평균값의 39%, 천전리 각석은 45%로 나타

났다. 즉, 두 암각화의 풍화의 정도는 미세한 차이는 있

으나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암각면을 기준으로 보면 

반구대 암각화는 천전리 암각화보다 3.4% 더 풍화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것 역시 물리적 특성에서 분석된 잠

수와 노출이 반복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5.3 화학적 특성

마모율시험을 시행한 후 발생된 석분으로 각 암석의 

화학조성(XRF)과 점토광물 정성분석(XRD)을 한국지

질자원연구소에 시험 의뢰하였다. 표 4와 표 5는 셰일

의 화학조성과 사암의 화학조성을 각각 나타낸다.
Pettijohn et al.(1987)의 사암과 셰일의 분류법을 기

준으로 보면 석영(silica) 68% 이상을 사암, 그 이하를 

셰일로 분류하는데 이에 의거하면 울산의 셰일은 석영 

함량이 다소 작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풍화에 안정된 물질인 석영을 제외한 장석과 운모 성분

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쉽게 풍화될 수 있다. 그 중

에서도 반구대 암각화의 화학조성은 더욱 석영의 낮은 

분포와 유기물 함량이 높음을 보이고 있기에 풍화 가속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에서 셰일

의 화학조성 실험결과는 울산소분지의 시료 36개의 평

균값이고, 반구대 및 천전리 시료는 각각 3개 시료의 평

균값이다. 표 5의 사암은 25개 시료의 평균값이며 반구

대 및 천전리는 각각 2개 시료의 평균값이다. 울산소분

지 사암에서 석영의 함량은 평균값에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의 기반암의 석

영 함량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쉽게 풍화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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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셰일의 화학조성

지 역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울 산 60.4 12.4 4.2 0.1 2.1 7.7 3.4 1.8 0.6 0.2 7.3 100.1

반구대 54.2 11.7 6.0 0.1 3.2 9.4 1.3 2.2 0.7 0.2 10.7 99.8

천전리 59.1 19.2 7.4 0.1 2.1 1.4 0.8 4.7 0.8 0.2 4.5 100.4

표 5. 사암의 화학조성

지 역 SiO2 Al2O3 Fe2O3 FeO MgO CaO Na2O K2O TiO2 P2O5 MnO Total

울 산 76.2 10.6 0.4 0.4 0.2 3.8 3.5 2.6 0.1 0.1 0.0 98.1

반구대 68.3 12.4 3.9 0.5 0.5 4.8 4.1 2.2 0.6 0.2 0.1 97.5

천전리 69.3 14.2 1.6 0.8 0.9 3.2 4.0 2.0 0.2 0.1 0.0 96.4

표 6. 반구대암각면의 점토광물 조성

광물 명 조성비(%) 비고

조장석(Albite) 31.8 점토광물

석영(Quartz) 24.2 조암광물

녹니석(Chlorite) 9.9 점토광물

정장석(Orthoclase) 8.8 점토광물

방해석(Calcite) 7.4 조암광물

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onite) 6.4 Smectite
점토광물

견운모(Sercite) 6.3 점토광물

일라이트(Illite) 5.3 점토광물

각섬석

(Hornblende) 미량 점토광물

계 100.1

표 7. 천전리 각석면의 점토광물 조성

광물 명 조성비(%) 비고

조장석(Albite) 26.7 점토광물

석영(Quartz) 22.6 조암광물

녹니석(Chlorite) 11.6 점토광물

정장석(Orthoclase) 9.6 점토광물

방해석(Calcite) 9.0 조암광물

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onite) 5.6 Smectite
점토광물

견운모(Sercite) 8.1 점토광물

일라이트(Illite) 6.1 점토광물

적철석(Hematite) 1.0 조암광물

계 100.3

있는 요인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Na2O와 Fe2O3는 

암석이 풍화가 가속될수록 많은 양이 생성되는 지표로

서, 발생량으로 보면 반구대> 천전리> 울산소분지 평균

값의 순서이다.
이것은 현재의 풍화도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Fe2O3 

발생량은 셰일에서도 같은 경향이다. 풍화과정에서 생

성된 점토광물 중에는 kaolinite(고령토), Illite, chlorite
(녹니석) 같이 화학적으로 안정된 광물도 있으나, smectite 
계열의 montmorilonite 같이 매우 불안정하여 물과 곧 

화합을 하여 수화작용을 하는 광물도 있다. 이 수화작

용을 하는 과정에서 체적의 팽창, 응고현상이 발생한다. 
팽창작용으로 본 체적의 7배 정도로 부피가 늘어남에 

따라 암석의 조직이 이완되고 이것이 미세한 틈을 만들

어 박리현상(exfoliation)을 유발함으로써 풍화의 가속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의 

암각면을 구성하는 셰일의 정성분석 결과는 표 6, 표 7

과 같다. 
석영을 포함한 조암광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점토광물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풍화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두 암각면에서 공통적으로 팽창재인 smectite 계열의 mont-
morilonite가 검출되었다. 퇴적암의 풍화에서 montmorilo-
nite가 검출되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며 검출되더라도 

1~3% 정도인데 반구대 암각화면에서는 6.4%, 천전리 

각석에서는 5.6%라는 높은 검출량을 보이고 있다. 이는 

두 암각면이 풍화의 최종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

다. 또한 두 암각화의 그림과 명문이 새겨진 면은 본 암

체와 미세한 틈으로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

미한다. 
2010년 1월에는 전국적으로 한파가 40일 이상 지속

되어서 본 지역의 대곡천도 결빙되어 강 전면에 얼음으

로 뒤덮여 있었다. 암각화면의 미세한 틈사이도 결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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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화강암질 암석의 풍화등급(Iliev, 1966)

등급 상     태 탄성파속도(m/s) 풍화계수

1 신선암(Fresh) 5,000 이상 0

2 약간풍화(Slightly weathered) 4,000~5,000 0~0.2

3 보통풍화(Moderately weathered) 3,000~4,000 0.2~0.4

4 심한풍화(Strongly weathered) 2,000~3,000 0.4~0.6

5 매우 심한풍화(Very Strongly weathered) 2,000 이하 0.6~1.0

표 9. 화강암의 풍화등급(Irfan & Dearman, 1978)

등급 형     태
흡수율

(%)
밀도

(g/㎤)
점하중강도

(MPa)
일축압축강도

(MPa)

1 신선(Fresh) 0.2 이하 2.61 이상 10 이상 250 이상

2 부분얼룩(partially stained) 0.2~1.0 2.56~2.61 6~10 150~250

3 완전얼룩(completely stained) 1.0~2.0 2.51~2.56 4~6 100~150

4 보통풍화(moderately weathered 2.0~10.0 2.05~2.51 0.1~4 2.5~100

5 심한풍화(completely weathered) 10 이상 2.05 이하 0.1 이하 2.5 이하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빙된 상태의 얼음은 체적이 

약 9%정도 불어나는데 이로 인한 팽창압이 암석의 틈

새를 더 넓게 벌어지게 하여 박리현상의 가속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된다. 서리풍화와 동결-융해 풍화는 물이 

얼면서 일어나는 부피팽창과 밀도 감소에 의한 것으로, 
작은 틈에서 9% 정도의 부피 팽창만으로도 대부분의 

암석을 쪼갤 수 있다.
ice-crystal needle(얼음결정) 뭉치가 동결면에 수직으

로 자랄 때 발생하는 팽창력은 단순히 부피 팽창에 의

한 것보다 10배나 크다(조성권 외, 1995).

5.4 풍화도 산정

현장 여건상 코어링을 할 수 있는 시료채취를 할 수 

없었기에 Schmidt hammer 타격시험, 탄성파속도시험, 
점하중강도시험, 마모율시험, 흡수율시험 및 공극율시

험 값을 매개로 간접방법으로 풍화도를 산정하였다. 화
강암을 대상으로 산정한 연구결과는 다수의 문헌(Iliev, 
1966, Irfan and Dearman 1978)에 보고되어 있으나 퇴

적암을 대상으로 보고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각 암석에 

대해 단편적으로 연구된 결과를 원용하여 산정하였다. 
Iliev(1966)는 화강암질 암석에 대하여 탄성파속도시험

(P파)으로 풍화등급과 계수(표 8)를 제안하였으며 Irfan 
and Dearman(1978)은 화강암을 대상으로 흡수율시험, 
점하중강도시험, Schmidt hammer시험을 시행한 결과

를 풍화도와 상관해석으로 풍화등급(표 9)을 제시한 바 

있다. 小島와 中尾(1995)는 일본의 4기층 암석을 대상

으로 공극율을 기준한 풍화도 산정을 하였고 민덕기 외 

(2007)은 퇴적암을 대상으로 마모율시험 성과로 풍화도 

산정을 한 바 있다. 화강암에 대한 풍화도 값을 퇴적암

에 직접 적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본 암각화군의 

풍화도의 윤곽을 파악하기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풍화도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퇴적암의 풍화는 4등급부

터는 풍화속도가 가속이 된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대상

의 퇴적암 풍화도는 4등급을 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풍

화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토사화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암각면은 풍화로 인한 박리현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실은 표면의 풍화도는 5등급을 넘어선 수

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10의 자료는 표면

에서 약 5 cm 내외의 암석의 평균 풍화도로 보아야 타

당할 것이다. 이는 현장에서 채취한 사료의 두께와 크

기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림 6과 그림 7은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의 암각면 박리현상을 나타낸다.

5.5 암반구조의 특성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은 암반 자체의 구조적

인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암각면 직

상부 6.8 m부터 상부로 올라갈수록 퇴적암반의 돌출부

가 점진적으로 형성되어 암각화면을 기준으로 2~4 m의 

돌출부가 형성되어 있다(그림 8, 그림 9). 
천전리 각석은 앞면으로 약 26°의 경사진 형태(그림 

10, 그림 11)로 지탱되고 있어 이의 변위가 정지 상태인

지 점진적 진행 상태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배면

토압의 작용이 천전리 각석의 전면에 대한 변위를 발생

시킬 수 있음이 우려되고 있다. 이들 두 암반은 자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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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암종별 풍화도

구  분

반구대 암각화 천전리 각석

기 준셰  일 사  암 셰  일 사  암

값 등급 값 등급 값 등급 값 등급

Schmidt 29.0 5 32.0 5 32.0 5 44.0 4 한국고속철도 (1998)

탄성파 2.0 5 2.6 4 2.4 4 3.7 3 Iliev (1966)

점하중 2.2 4 2.5 4 2.8 4 3.4 4 Irfan & Dearman(1978)

마모율 81.4 5 74.4 5 82.5 5 87.2 5 민덕기 외(2007)

흡수율 6.1 4 6.0 4 5.8 4 5.8 4 Irfan & Dearman(1978)

공극율 8.4 3 6.3 3 7.8 3 4.9 3 小島와 中尾 (1995)

※단위:Schmidt hammer(Rn), 탄성파 속도(km/sec), 점하중강도 (MPa), 마모율(%), 압열인장강도(MPa),  흡수율(%), 간극율(%).

그림 6. 반구대 암각화의 박리훼손

그림 8. 암각화의 돌출부

그림 7. 천전리 각석의 박리훼손

그림 9. 돌출부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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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석의 경사그림 10. 각석의 규모

의한 하중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그 안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6 암각화의 공학적 특성 및 평가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은 풍화진행에 노출된 

상태이며 풍화를 촉진시킬 요인들과 암반 구조적 취약

성을 외적, 내적으로 함유하고 있다. 각종 훼손요인들을 

점검하여 암각 부식면의 강화, 풍화진행의 정지 및 구

조적 취약성에 대한 보강을 위하여 각 요인별로 대책공

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물리적, 역학적, 수
리학적 요인을 각 항목별로 검토하였다.

반구대 암각화면과 천전리 각석면을 구성하는 셰일은 

공극율이 각각 8.40%와 7.77%로 나타났다. 이 값은 암

석의 공극율로서는 매우 높은 값이며 울산소분지 퇴적

암의 공극율 1.43%와 비교해도 높은 값이다. 이에 따라 

흡수율이 6.13%와 5.84%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셰일

의 풍화가속을 촉진시키는 일차적 내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표 2).
그리고 표 3에서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의 암

각화면인 셰일의 마모율과 일축압축강도를 검토하면 

37 MPa과 34 MPa이다. 이는 세립자로 구성된, 입자끼

리의 부착력이 매우 약한 암석임을 의미한다. 더욱이 

이들 두 암반의 강도는 36.6 MPa와 39.8 MPa로 울산

소분지 셰일 강도 값의 39%와 43%에 불과하다. 울산

소분지 강도 92.8 MPa도 암석강도로서는 낮은 값이라

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암각면 강도는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들 값은 암각화면 표면의 강도 값이 아니

고 표면에서 5 cm정도 깊이의 값인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현재 표면은 강도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풍

화가 되어 박리 상태에 있다. 더욱이 암석이 물로 포화

가 되면 퇴적암의 경우 강도가 30~50%((Lajtai et al. 
1987, Vasarhelyi and Van, 2006) 감소되는 점을 고려

하면 암각면의 강도는 열화되어 푸석푸석한 콘크리트 

강도보다 약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암각화면 

점토광물의 정성분석 결과는 매우 우려스러운 정도이

다. 반구대 암각화면과 천전리 각석면에서 각각 6.4%와 

5.6%의 montmorilonite가 검출(표 6, 표 7)되었다. 이
는 주로 퇴적암중 이암에서 자주 검출되지만 셰일에서 

검출되는 일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 이 물질은 흡수력

이 매우 강해서 수분을 흡수하면 입자 체적이 7배정도

로 팽창하며 그 과정에서 주변 입자에 평창압력을 전달

하게 되어 미세 공극이나 유로가 확장되어 풍화를 가속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이는, 두 암각화면에 박

리현상이 생기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풍화가 

암석내부로 깊어감에 따라 더 많은 montmorilonite의 

생성으로 박리두께가 점점 더 두꺼워질 것으로 판단된

다. 두 암각화의 풍화도는 4등급을 넘었다. 표면의 박리

가 진행중인 암각화면은 5등급을 넘은 상태이다. 퇴적

암은 4등급 풍화도를 넘으면 풍화진행속도가 급격해지

는 특색이 있으므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천전리 각석의 경사도는 26°로 측정되었으며 이 경사

에 따라 배면 토압에 의한 변위가 진행될 것으로 사료

된다.
그림 9의 반구대 암각화의 상부 돌출면은 전단저항력

의 한계상태임을 알 수 있다. 직립된 암각면과 상부 돌

출면은 퇴적암의 특성인 층리면이 수직으로 배열되어 



대곡천 암각화군의 공학적 진단과 보존방안의 제안204

저항력 1,207kN, 활동력 1,118kN

그림 12. 암체 전체의 안정성

저항력 557kN, 활동력 526kN

그림 13. 돌출부의 안정성 

있으며 배열두께는 20~30 cm정도의 slice구조로 형성

되어 있어 원호파괴로 가정한 사면안정성 검토를 하였

다. 층리면은 분리되지 않고 밀폐되어 있고 충진물이 

없는 상태이므로 암반의 건기시 지반정수로 내부마찰

각 30°, 점착력 100 KPa, 단위중량 26.0 kN/㎥으로 가정

하여 Slope/W progam으로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돌출

부 하단과 암각화 전체에 대한 평가결과는 사면안정성

이 한계상태로 나타났다. 건기시 안전율 1.50 (한국도로

공사, 1992, 국토해양부, 2003)보다 작은 값인 1.057과 

1.080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6. 보존 및 보강공법의 제안

70년대 이후 국토개발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시행한 우리나라 토목공학

수준과 집적된 기술에 의하여 본 암각화군의 보강을 할 

수 있는 기술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하기에 정밀한 

조사, 모의시험 및 보강시공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각 부위별 보강공법을 제시한다. 

6.1 암각화 상부 돌출부 보강

반구대 암각면의 상부 돌출부 하중에 의한 전단력 부

족으로 안전율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rock anchor
에 의한 보강으로 안전성 보장을 해야 한다.

6.2 암각화 본체 보강 

본체 보강은 반구대 암각면과 천전리 각석면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보강목적은 암석강도 증진과 풍화정

지에 있다. 그라우팅으로 공극과 미세틈을 메우며 그라

우팅재의 강력한 접착작용으로 입자와 입자간의 부착

력을 강화하여 암석강도를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표 2

에서 암각면의 셰일은 공극율이 8.40%, 각석면의 공극

율은 7.77%로 높기 때문에 이 공극을 주입재로 충진시

켜 공극사이와 틈사이가 접착으로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주입

재 선택에 관한 것이고 다음은 주입방법의 문제일 것이

다. 암석의 미세 공극으로 충분히 침투시킬 수 있는 침

투재는 점성이 물과 같은 정도이며 응고 후 강력한 접

착 특성을 가져야 한다. 또한 응고 후 온도변화에 따른 

팽창 수축이 암석의 팽창 수축계수와 비슷해야 할 것이다. 
암각면과 동일한 셰일로 직립벽체를 유지하는 곳을 

선택하여 현장 모의시험을 시행하여 주입재의 선택, 미
세천공방법, 심부천공방법, 각 단계의 주입압력, 침투재

의 포화도 등을 현장시험에서 찾아야 한다. 이와 병행

해서 현장에서 주입된 암석의 각종 물리시험, 역학시험

은 실내에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입재와 암석

의 팽창 수축에 따른 이완, 팽창압에 의한 파손 등을 파

악하기 위하여 냉각, 가온 시험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

다. 현장 모의시공은 4계절을 두 번 정도는 경과함으로

써 자연 상태의 모의시공 보강면의 거동을 계측하여 완

벽한 보강공이 될 각각의 세부 공법도출을 확인 후 본

체보강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6.3 하천수와의 격리

반구대 암각화는 매년 평균 168일간 잠수상태가 지속

되기 때문에 유로변경 혹은 사연댐 기능정지와 같은 근

본적 계획이 필요하다. 암각화 보존을 위한 두 가지 근

본적 문제는 암각화 본체 보강과 잠수상태의 종식으로 

귀결되는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부

근 토질의 대표적 투수계수를 적용하여 수두 10 m 기
준을 한 침투유로는 약 40 m 정도로 산출되므로 암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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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대곡천 수로이설 횡단도(제안)

화로부터 대곡천 유심은 최소 40 m 이상 이격이 되어

야 할 것이다. 현지 지형 여건, 침투유로 연장의 허용안

전과 암각화 상류 100 m 지점에서 유입되는 반곡천 합

류를 고려하면 80 m 정도 이격된 수로 이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설 후 암각화 하부 표고 52.5 m를 

기준으로 투수성이 좋은 재료로 매립하고 지중배수시

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배수를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암각화 관람은 80 m 이
격거리에서 현재와 같이 망원경 시준으로 가능할 것이

다. 매립된 표고 52.5 m 평면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연댐의 기

능을 유지한다는 전제로 이설수로의 개략적인 단면과 

위치를 그림 14와 같이 제안한다.

6.4 지하수 차단

천전리 각석 배면의 지하수위에 의한 각석면 침투는 

용이한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석배면에 침투방지

용 차수벽 설치를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형상 이

격거리는 최소 5~10 m, 깊이는 기반암까지 압입공법으

로 진동을 주지 않는 공법으로 시공할 필요가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대곡천의 유심이 암벽면 직하에 접

속되어 있고, 대곡천이 급류하천이라는 점, 그리고 암각

화 상류 약 100 m에서 지천인 반곡천에서 유입되는 유

입수의 수충부에 위치한 결과로, 암각화를 받치고 있는 

사암괴가 유속세굴에 의하여 2 m 이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표고 52.5 m
로 매립한 면을 기준으로 암각화에서 20 m 정도 떨어

진 전면에 지중 차수벽 설치를 하여 암각화 기반암으로 

침투, 모관상승 효과를 차단하는 계획도 필요할 것이다.

7. 결 론

국보 문화재인 천전리 각석과 반구대 암각화의 암각

화면 풍화로 인한 박리소멸을 우려하여 수리학적, 공학

적 진단을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두 암각화의 본체 풍화도는 4등급이 넘었고 암각면

은 5등급을 넘은 수준이다. 암각면과 본체의 강도증

진과 풍화정지를 위한 보강공을 시행해야 한다.
2. 반구대 암각화 암체의 사면 안정율이 1.10이하로 분

석되어 안전율 1.50이상이 유지되도록 암반보강을 

해야 한다.
3. 반구대 암각화의 직하로 흐르는 자연하천의 유로를 

80 m이상 이격시켜 암체로 물의 침투와 모관현상 

효과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
4. 천전리 각석의 경사진 배면토압 경감조치를 취할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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