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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국보 제285호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지역에서 새로이 확인된 공룡발자국 화석층의 퇴적특성과 고환경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이 화석층의 자연사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반구대 화석층은 전기백악기 말의 대구층에 해당하며, 

연구지역의 화석층에서는 20여 개 층준에서 조각류 발자국 43개, 용각류 발자국 36개, 수각류 발자국 2개 등 80여 개의 

공룡발자국이 확인되었다. 공룡발자국 화석층은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석회질의 

사질 내지 실트질이암,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질사암,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사암, 얇은층 내지 중간층의 

점이층리가 발달한 사암 등 5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되며, 이들 퇴적상은 충적평원의 층상범람퇴적층으로 해석된다. 

이들 퇴적층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흔과 건열, 우흔, 무척추동물의 생흔 등이 관찰되며, 파랑연흔들의 연흔정선 방향이 

분산되어 나타남이 특징이다. 공룡발자국은 성층면에서 진흔, 하흔, 상흔, 캐스트 등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며, 

퇴적층 단면에서는 눌림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들의 보행방향은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남이 특징이다. 반구대 암각화 지역에 공룡이 서식하였던 백악기 당시, 이 일대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아건조성의 기후 조건이었으며, 간헐적으로 오랜 가뭄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룡발자국은 우기 시의 범람 이후에 평원에 형성된 작고 얕은 웅덩이들 주변에 공룡들이 모여들면서 반복적으로 

보존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지역 퇴적암층 내에서의 공룡발자국 화석의 높은 산출빈도는 대곡천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층이 한반도 공룡시대의 고생태와 고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지질 및 고생물학적 기록임을 

지시해주는 것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 대곡천 일대의 공룡발자국 화석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퇴적지질 및 고생물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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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국보 제285호로 지정되어 있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

화 지역<사진 1>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는 2012년에 이

루어진 대곡천 암각화군 보존학술조사에 의해 이 지역의 고

고역사, 선사미술, 보존과학, 수문학, 경관, 식생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세한 분석이 이루어진 바 있다(문화재청 2012). 

그러나 대곡천 암각화군의 밑바탕이 된 이 지역의 지질과 지

형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 지역 일대의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분석이 결여되어 있

는 상태이다.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를 비롯한 대곡천 암각화

군이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지질과 

지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는 물론, 이 

지역의 지질과 지형의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 분석이 필수

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곡천 암각화군 일원에는 한반도 공룡시대의 백악기 퇴

적암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대곡천 계곡을 따라 수백 여 

점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산출된다(임종덕 외 2012). 이와 함

께 이 지역의 퇴적암층에서는 다양한 양상의 공룡발자국 단

면구조가 반복적으로 산출함에 따라, 이 지역은 백악기 당시 

공룡의 서식환경과 습성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장소

가 된다. 이러한 가운데 2013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반구대 암각화 지역의 발굴조사가 수행되었고, 이 지역의 하

상을 덮고 있는 퇴적물이 일시적으로 제거되면서 기반을 이

루는 백악기 대구층의 퇴적암반이 노출되었다. 노출된 대구

층 퇴적암의 성층면과 단면 일부에서는 다수의 보행렬을 포

함하는 공룡발자국 화석이 새로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이 

공룡발자국 화석층의 퇴적특성과 고환경에 대한 이해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 지역 퇴적암층에 대한 퇴적지질학

적 연구가 계획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반구대 암각화 

암면층 하위에 발달한 백악기 퇴적암층을 대상<사진 2>으

로 공룡발자국 화석층의 퇴적상 분석과 공룡발자국의 보존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 연구결과로부터 반

구대 암각화 지역 공룡발자국 화석층의 자연사적 가치가 분

석되었다.  

 

지질개관

연구지역은 경상남북도에 발달되어 있는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경상누층군이 분포하는 지역이다(그림 1). 경상누층

군의 구성암석은 역암, 사암, 셰일 및 이암 등의 쇄설성 퇴적

암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이회암과 석회암이 협재되고 

상부에는 화산암류가 발달되어 있다(엄상호 외 1983). 이 지

a

b

【 사진 1 】 조사지역의 위치(a) 및 전경사진(b)

【 사진 2 】   공룡발자국 화석과 단면구조가 산출된 조사대상 퇴적
암층(점선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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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Koto (1903)에 의해 경상층으로 명명된 이래 여러 연구

자에 의해 지층구분이 이루어졌다(표 1). 

Chang (1975)은 경상분지 내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

될 수 있는 암석층서구분을 시도하였고, 화산활동 및 심성활

동과 관련하여 경상분지의 발달과정을 선화산활동 퇴적기, 

화산활동 동시퇴적기, 화산활동 절정기 및 화강암 관입기로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되는 지층단위들을 신동층군, 하양층

군, 유천층군 및 불국사 관입암류로 명명하였다. 경상누층군

의 대체적인 지질시대는 산출화석(연체동물, 화분과 윤조류 

등의 식물화석)과 분출 및 관입암의 절대연령측정치 및 지

자기층서대비를 바탕으로 중생대 백악기초에서 말기에 해

당한다(강희철·백인성 2013). 

연구지역은 1:50,000 지질도엽(地質圖葉)에서 경상분

지의 동남부에 위치한 언양도폭(이윤종·이인기 1972) 내

의 동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경상누층군 중

상부에 해당하는 대구층과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 규장암

맥 등이 분포되어 있다. 연구지역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

【 표 1 】 남한의 백악기 지층 층서대비표

영양지괴(지역) 의성(도평)지괴(지역) 밀양지괴(지역) 울산지역

Chang, K. H.(1975) 

영양 지역

최현일 외(1982)

의성 지역
Tateiwa(1929)

Chang, K. H.(1975) 

왜관-경주 지역

Chang, K. H.(1975) 

경상분지 남서부

최현일 외(1980)

울산 지역

불국사

관입암류

관입암

복합체

불국사

관입암류

관입암

복합체

경

상

계

불국사통
불국사

화강암

불국사

관입암류

관입암

복합체

불국사

관입암류

관입암

복합체

불국사

관입암류

관입암

복합체

경

상

누

층

군

유천층군
화산암

복합체

경

상

누

층

군

유천층군
화산암

복합체

신

라

통

주사산

경

상

누

층

군

유천층군
화산암

복합체

경

상

누

층

군

유천층군
화산암

복합체

경

상

누

층

군

유천층군
화산암

복합체빈암층

하

양

층

군

신양동층

하

양

층

군

신양동층

건천리층

하

양

층

군

건천리층

하

양

층

군

진동층

하

양

층

군

조일리층

채약산
채약산층

빈암층

기사동층 춘산층

대구층

송내동층

도계동층
반야월층

사곡층
오십봉층

함안층

함안층

사연리층

청량산층 점곡층

가송동층
후평동층 학봉빈암층 학봉빈암

동화치층

일직층
신라역암 신라역암 신라역암

울련산층

낙

동

통

칠곡층 칠곡층 칠곡층

신

동

층

군

진주층 진주층 신

동

층

군

진주층 신

동

층

군

진주층 신

동

층

군

구영리층하산동층 하산동층 하산동층 하산동층

낙동층 낙동층 낙동층 낙동층

【 그림 1 】 경상분지 지질도(Kang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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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읍 대곡리에는 이 중 대구층의 퇴적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그림 2). 언양도폭의 대구층은 박양대와 윤

형대(1968)의 울산도폭에서는 울산층으로 구분되었다. 최

현일 외(1980)는 연구지역을 포함한 언양도폭과 인접한 울

산, 양산, 방어진 및 모량도폭들의 일부를 포함한 울산지역

의 경상누층군 퇴적암층을 하부로부터 구영리층, 사연리층, 

조일리층 등으로 구분한 바 있으며, 이들 지층의 층서관계

는 <표 1>과 같다. 

언양도폭 설명서에 의하면 이 지역의 퇴적층은 대구층에 

해당하는 퇴적층으로서, 전반적으로 붉은색의 사질실트암, 

실트암, 사질셰일 및 셰일과 녹회색, 암회색, 암녹회색의 사

암, 사질실트암, 실트암, 사질셰일 및 셰일이 호층을 이루며 

분포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반면 화석의 산출은 기술된 

바가 없으나, 최근 김남희와 임성규(2006)에 의해 조사지역 

인근에 위치한 구수리 일대의 대구층에서 공룡발자국 화석

이 보고된 바가 있다. 

한편 대구층은 암질구성에 의해 하양층군의 함안층에 대

비되었다(이윤종·이인기 1972). 조사지역의 대구층에 대

비되는 함안층의 퇴적시기는 하위의 칠곡층, 신라역암, 학

봉현무암의 절대연령 자료를 고려하여 대체로 전기백악기

【 그림 2 】 연구대상 지역 일대의 지질도(이윤종·이인기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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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 연구지역에 발달한 퇴적암층의 퇴적주상도

의 후기인 앨비안(Albian)(약 1억년 전)에 해당함으로(강희

철·백인성 2013), 연구지역의 퇴적암층은 약 1억년 내외의 

나이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반구대 암각화 지역 대구층의 주향은 N4~8°E이고 경사

는 10°NW로, 백악기 경상분지를 채운 경상누층군의 경사

방향과는 다른 값을 가진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현일 외

(1980)는 울산의 북측에 관입한 원형화강암체에 의해 관입

암체 주위의 퇴적암 지층이 돔(dome)상으로 요곡(撓曲)되

어 주향과 경사가 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퇴적 특성

1. 퇴적상

연구지역의 퇴적암은 층리 등의 퇴적구조와 조직, 성분 

등을 바탕으로, 5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되며 <표 2, 그림 3>

에서와 같은 퇴적단면의 구성을 보인다. 각 퇴적상의 특성과 

퇴적환경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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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 기재: 연구지역에서 가장 우세하게 산출하는 암상으로

서(그림 3), 붉은색 또는 녹회색을 띠며 불규칙한 엽층리가 

발달하는 실트스톤과 이암이 교호하는 암상이다. 야외에서

는 층리 또는 엽층리의 발달이 미약하여<사진 3> 괴상의 형

태를 보이기도 하나, 암석의 수직절단면과 박편에서 실트스

톤과 이암이 교호하며 엽층리가 불규칙하게 발달함이 확인

된다(사진 4a, 4b). 보통 상대적으로 조립질인 실트스톤은 상

부의 이암으로 가면서 점차 세립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이암에서 실트스톤으로 가는 경계는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미세점이엽층리가 발달하며(사진 4a), 퇴적기원의 미세단층

구조가 국부적으로 나타난다(사진 4b). 실트스톤 엽층(葉層; 

두께 1 cm 미만)에서는 부분적으로 얇은 판상형태의 이암 파

편이 관찰되며(사진 4c, 4d), 교대 기원의 황철석이 나타난다

(사진 4a). 전반적으로 규산쇄설성의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교대 기원의 방해석 미립들이 산점상으로 들어 있

어, 부분적으로 석회질을 띤다. 

이 암상에서는 다각상과 불규칙상을 보이는 건열<사진 3e>

과 유수연흔 및 파랑연흔<사진 3d>이 흔히 발달하며, 우흔과 

무척추동물의 생흔<사진 3f>이 드물게 산출한다. 부분적으로 

세립질 사암 내지 중립질의 응회질 사암이 렌즈상으로 협재하

며, 간혹 건열구조와 함께 미약한 토양화작용의 기록인 석회

질 성분을 가지는 단괴들이 나타난다. 연구지역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 화석의 대부분은 이 암상에서 산출한다. 

● 해석: 실트스톤과 이암이 엽층으로 발달하고, 미세점이

엽층리가 발달하는 점과 노출의 흔적인 건열의 발달과 캘크

리트 단괴의 수반은 이 암상이 층상범람에 의해 퇴적(Hardie 

【 사진 3 】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의 산상

a, b, c. 녹회색 또는 붉은색의 엽층리가 발달한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d. 연흔 e. 건열 f. 무척추동물의 생흔

a b c

d e f

【 표 2 】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퇴적상과 퇴적환경

퇴적상 퇴적특성 퇴적환경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녹회색 또는 붉은색, 건열 , 

연흔, 생흔, 부분적 석회질, 

부분적 토양화

층상범람 퇴적층

충적평원

석회질의 사질 

내지 실트질 이암

녹회색 또는 붉은색, 건열 , 

각력화(토양화), 석회질 단괴

(캘크리트)

충적평원 

퇴적 이후의 오랜 노출에 

의해 초기 단계의 석회

질 토양화가 이루어졌음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질 사암

붉은색 이암엽층으로 피복

(건열 발달)

충적평원

화산쇄설물 함유

수평 내지 사엽층리

가 발달한 사암

수평 내지 사엽층리, 연흔,  이

암엽층으로 피복(건열 발달)

층상범람 퇴적층

충적평원

얇은층 내지 중간층

의 점이층리가 발

달한 사암

점이층, 하부 침식적, 횡적 두

께 변화, 이암엽층으로 피복

(건열 발달)

층상범람 퇴적층

충적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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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1978; Calvo et al. 1989; Smoot and Lowenstein 1991)되

었고, 이후 노출을 겪었음을 지시한다. 아울러 이 암상은 함

안층에 발달한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층의 층상범람퇴적암층

(김현주 외 2011)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암상은 

비교적 건조한 기후 조건 하에서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계절성 기후의 충적평원 환경에서 층상범람에 의해 

형성(Eberth et al. 2000; Coria et al. 2002)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석회질의 실트질 내지 사질 이암

● 기재: 이 암상은 실트 내지 세립사 또는 중립사를 함유

한 석회질의 이암으로서, 연구지역의 하부에서는 녹회색을, 

중부와 상부에서는 붉은색을 보이면서 빈번하게 산출한다

(그림 3). 대체적으로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과 수반되며, 0.5 cm에서 3 cm이상의 크기를 

가지는 캘크리트 단괴들이 흔히 산출된다(사진 5). 국부적으

로 캘크리트 단괴들은 비교적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산출하

기도 한다(사진 5c). 한편 연구대상 지층의 상부에서는 붉은

색을 보이는 이 암상이 괴상으로 발달하며, 이 부분에 암각

화 암면층이 발달한다. 박편 하에서 이 암상은 실트질과 점

토질이 혼재되어 나타남이 특징이며(사진 5f), 교대 기원의 

방해석 미립들이 산점상으로 나타난다. 

【 사진 4 】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의 박편사진

a b c d

a, b.       실트스톤에서 이암으로 점이하는 미세점이엽층리. 2차적으로  
형성된 황철석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며(a), 미세규모의 퇴적기원 
단층이 관찰됨(b)

c, d.  실트스톤에 부분적으로 수반된 이암편

2mm 1mm 1mm 2mm

【 사진 5 】 석회질의 실트질 내지 사질 이암의 산상

a. 붉은색 석회질의 실트질 이암 b. 붉은색의 석회질의 실트질 이암

d. 캘크리트 단괴

c. 캘크리트 단괴

e. 녹회색 실트질 이암의 암석절단면 f.  실트질과 이질의 혼재에 의해 엽층리의 발달이 
나타나지 않으며, 교대기원의 방해석 미립들
이 산재함(박편사진)

a b c

d e f

0.5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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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6 】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질 사암의 산상

a

c d

a.  퇴적단면에서 관찰한 응회질 사암 b.  암석절단면

c, d.  응회질 사암을 피복한 이암엽층에 발달한 건열

b

● 해석: 이 암상에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캘크리트 

단괴는 이 암상이 비교적 건조한 기후 하에서 토양화작용

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백인성·김정률 1995; 김현

주·백인성 2001; 소윤환 외 2007). 또한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과 흔히 수반되는 점은 이 

암상이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층상범람 이후 비교적 장기간 

노출되고 토양화 작용을 겪은 충적평원 범람원퇴적층임을 

시사한다. 

3)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질 사암

● 기재: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중부에서 산출하는 이 암

상은 조립 내지 세립질의 응회질 사암으로 구성된다. 얇은

층(두께 1~10 cm)으로 발달하는 이 암상의 하부는 침식적이

고 뚜렷한 경계를 보이면서 부분적으로 상향세립화되고, 때

때로 이암의 파편들을 함유한다(사진 6, 7). 이 암상의 상부

는 붉은색의 이암엽층으로 피복된다. 사암을 구성하는 입자

들은 대체적으로 화산암기원의 석영립과 암편들로서 분급

과 원마도는 불량하며, 일부 입자들은 방해석으로 교대되

어 있다(사진 8). 응회질 사암을 피복하는 이암의 엽층에서

는 건열구조가 관찰된다(사진 6c, 6d). 한편 이 암상의 상

위에 발달한 불규칙한 엽층리가 발달한 실트스톤과 이암 

의 교호층 내에서도 이 암상은 간헐적으로 렌즈상으로 나

타난다(사진 9). 

● 해석: 하부의 침식적인 경계와 상향세립화 현상, 상위

에 피복된 이암 엽층에 발달한 건열, 화산쇄설성 입자의 함

유 등은 이 암상이 화산활동 이후 도래한 우기 시 충적평원

에서 층상범람에 의해 퇴적된 것임을 지시한다. 또한 불규칙

한 엽층리가 발달한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내에서 얇은

층 두께의 렌즈로 산출되는 특성은 상대적으로 강한 층상범

람의 발생으로 인한 소규모 깎고 메움(scour and fill)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사암

● 기재: 이 암상은 얇은층의 세립사암 또는 중립사암으로 

구성되며,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하면서 수회 반복되어 

산출한다. 이 암상의 하부는 보통 침식적이고 뚜렷한 경계를 

보이며, 상부로 가면서 점차 세립화되는 경향을 띠면서 붉은

색 또는 녹회색의 이암엽층으로 피복된다(사진 10). 이 암상

에서는 연흔이 나타나기도 하며, 사암을 피복한 이암엽층에

서는 건열이 관찰된다. 

● 해석: 뚜렷한 하부 경계와 상향세립화, 피복된 이암엽

층에 발달한 건열은 이 암상이 충적평원에서 층상범람에 의

【 사진 7 】 응회질 사암에 발달한 점이층리의 박편사진

a b

b.  직교니콜a.  개방니콜

1mm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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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퇴적된 것임을 시사한다. 수평층리에서 사엽층리로 변화

하는 것은 범람으로 유입된 유수의 에너지가 점차 감소되면

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와 유사한 퇴적기록은 연구지역 대

곡천변의 현생 퇴적층을 트렌치한 퇴적단면에서도 관찰된

다(사진 11). 

5) 얇은층 내지 중간층의 점이층리가 

    발달한 사암

● 기재 : 이 암상은 세립 내지 중립사암으로 구성되며, 하

부는 보통 침식적이고 뚜렷한 경계를 보이면서 상부로 가면

a. 개방니콜

b. 직교니콜

c. 개방니콜

d. 직교니콜

e. 개방니콜

f. 직교니콜

【 사진 8 】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질 사암의 박편사진. 전반적으로 분급이 불량하며, 암편들 내부에서의 방해석에 의한 교대현상이 흔히 
나타남

a

0.5mm

d

0.5mm

b

0.5mm

e

0.5mm

c

0.5mm

f

0.5mm

【 사진 9 】 불규칙한 엽층리가 발달한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내에서 렌즈상으로 발달하는 응회질 사암의 산상

a b c d

【 사진 10 】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사암의 산상

a b c d

a, b, c.       야외에서 관찰되는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사암 d.  박편사진

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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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2 】 얇은층 내지 중간층의 점이층리가 발달한 사암의 산상

a b

【 사진 11 】 대곡천변 현생퇴적층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모래퇴적층

a b

서 점차 세립화되는 경향을 띠는 점이층리가 발달한다. 층의 

두께는 얇게는 3 cm 내외, 두껍게는 15 cm 내외의 얇은층 내

지 중간층(두께 10~30 cm)의 규모를 가지며, 횡적으로 가면

서 층두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사진 12). 이 암상의 상

부는 이암의 엽층으로 피복되며, 이암의 엽층에서는 건열이 

나타난다. 

● 해석 : 이 암상에 발달한 점이층리와 상부를 피복한 이

암의 엽층에 발달한 건열, 불규칙한 엽층리가 발달한 실트스

톤과 이암의 교호층 내에 간헐적으로 수반되는 특성 등은 이 

암상이 충적평원에서 우기에 발생한 강한 층상범람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임을 시사한다. 

2. 퇴적구조

연구지역의 대구층 퇴적암층에서는 퇴적 당시의 고환경

을 이해하는 데에 유용한 단서가 되는 다양한 형태의 연흔

과 건열이 드물지 않게 산출하며, 무척추동물의 생흔과 우

흔은 드물게 관찰된다. 

1) 연흔 

연구지역 퇴적암층에서는 공룡발자국이 발달한 성층면

을 비롯하여 몇몇 성층면과 퇴적단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

수연흔과 파랑연흔이 관찰된다(사진 13). 이들 연흔의 파장

은 보통 1 cm 미만에서 4 cm 내외이며, 파고는 1 mm 미만

에서 1 cm 내외에 달한다. 연흔의 정선은 대체적으로 선형 

내지 아선형을 이루나, 부분적으로 간섭형이 발달하며, 선

형 내지 아선형을 보이는 연흔정선의 경우 양갈래로 갈라지

는 형태도 관찰된다. 한편 파랑연흔들의 연흔정선의 방향은 

<그림 4>와 같이 분산되어 나타난다. 

연흔들의 파장이 비교적 짧고 파고가 높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형성 당시의 수심이 깊지 않았음을 지시한다. 연흔이 

산출되는 퇴적층에 건열구조가 발달된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파랑연흔과 간섭연흔의 산출 및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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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흔들의 연흔정선 방향이 분산되어 나타남은 이들 연흔들

이 충적평원에서의 범람이후에 평원 내 곳곳에 발달한 소규

모의 웅덩이에서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2) 건열

연구지역 퇴적암층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퇴적암상인 불

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에서는 

흔히 건열이 발달한다. 또한 점이적인 사암, 수평 내지 사엽

층리가 발달한 사암과 응회질 사암을 피복한 이암엽층에서도 

간헐적으로 건열이 관찰된다. 연구지역에서 나타나는 건열

은 다각상 내지 직교상의 완전한 건열에서 불규칙상의 불완

전한 건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산출된다(사진 14). 

대체적으로 건열의 폭은 수 mm 내지 1 cm 내외이나, 최대 

폭이 2 cm에 달하고 다각형의 크기가 약 50 cm에 이르는 경

우도 관찰된다. 이러한 건열은 우기 시 발생한 층상범람 이

후에 건조한 조건의 발달을 지시하는 것으로, 연구지역 퇴적

암층이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충적평원 환경에서의 퇴적

산물임을 지시한다.

 

3) 생흔

연구지역 퇴적암층에서는 평원 주변에 서식하는 무척추동

물의 활동에 의해 형성된 생흔이 드물게 관찰된다(사진 15). 

이들 생흔 중 퇴적물 표면을 구불구불하게 기어간 형태를 

보이는 Cochlichnus isp. 생흔은<사진 15c, 15d> 보통 지렁

이와 같은 환형동물이나 곤충의 유충이 만들어낸 흔적으로

서, 충적환경 내 하천과 웅덩이, 얕은 호수 환경의 주변부에 

존재하는 매우 얕은 물속에서 형성된다(Hasiotis 2002; Metz 

【 그림 4 】 연구지역 파랑연흔의 정선 방향을 나타낸 장미도표

【 사진 13 】  연구지역 퇴적암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연흔

a. 파랑연흔 b. 파랑연흔 c. 간섭연흔

d. 간섭연흔 e. 파장이 짧은 파랑연흔 f. 파장이 짧은 유수연흔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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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16 】  연구지역 퇴적암층에서 관찰되는 우흔(a)과 근접사진(b)

a b

1987; Gilbert and Sàez 2009). Cochlichnus isp. 생흔은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공룡 및 새발자국 화석 산출 지층이자 연구

지역 대구층과 대비되는 지층인 함안층에서도 산출되며, 이

는 종종 새발자국 화석과 수반된다(김현주 외 2011; Falk et 

al. 2010). 

4) 우흔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내 

붉은색의 이암에서 우흔이 관찰된다(사진 16).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우흔의 인상(印象; impression)은 다소 희미하지만 

【 사진 14 】  연구지역 퇴적암층에 발달한 다양한 형태의 건열

a b c

d e f

【 사진 15 】 연구지역 퇴적암층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무척추동물의 생흔(a와 b)과 Cochlichnus isp. 생흔(c와 d)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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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며, 솟아있는 테두리가 확인된다. 우흔의 크기는 대체

적으로 수 mm에 이르고 1 cm를 넘지 않는다.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특성

연구지역 퇴적암층에서는 20여 개 층준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이 산출됨이 확인되었다. 퇴적암층의 하부에서는 주로 

성층면에서 공룡발자국이 확인되었으며, 상부에서는 주로 

단면에서 눌림구조의 형태로 공룡발자국이 관찰되었다. 이

들 공룡발자국은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

암의 교호층에서 산출한다. 연구지역의 공룡발자국 중 성층

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은 조각류 발자국 43개, 용각류 

발자국 36개, 수각류 발자국 2개 등 80여 개이며, 이 중에서 

용각류 발자국의 보행렬 3개가 나타난다.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

【 사진 17 】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성층면에서 산출하는 공룡발자국의 하흔

a b c

d e

【 사진 18 】  캐스트 상태로 보존된 공룡발자국 화석

a

c

b

【 사진 19 】  연구지역 인근 대곡천변의 대구층 퇴적암층에 발달
한 공룡발자국 화석(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3호)
(a와 b)과 연흔(c와 d)

a

c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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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부분 원래의 공룡발자국면 아래에 보존된 하흔(下痕; 

underprint)으로 나타나며(사진 17), 일부에서는 진흔(眞痕; 

true print) 내지 상흔(上痕; overprint)으로 나타난다. 또한 성

층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 중 일부는 공룡발자국의 파

인 부분을 상위의 퇴적물이 채운 형태인 캐스트(cast)의 양상

으로 나타난다(사진 18). 

성층면에서 관찰된 연구지역의 공룡발자국들은 유수에 

의한 마식작용으로 인해 발자국의 인상이 대체적으로 선명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다(사진 17). 이는 이 지역에 퇴

적물이 덮이기 이전에 이 퇴적암층의 암반 표면에 유수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반구대 암각화 

지역 인근의 유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천변에 노출되어 

있는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울산광역시 문화재자료 제13

호)<사진 19a, 19b>의 보존 정도와 비교해 볼 때도 연구지역

의 공룡발자국들이 마식작용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연

구지역의 공룡발자국과 함께 산출되는 연흔이 대곡리 공룡

발자국과 수반되는 연흔<사진 19c, 19d>에 비해 연흔정선이 

뾰족하지 않고 인상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 눌림

구조는 두 개가 나란히 쌍을 이루며 산출되기도 하며(사진20), 

동일한 층준 내에서 횡적으로 가면서 여러 차례 산출되기도 

한다. 눌림구조의 일반적인 형태는 주변부는 솟아 있으며, 

한쪽은 경사가 비교적 급하고 한쪽은 완만한 형태로서 다소 

비대칭적으로 발달하며, 이와 같은 특성은 진동층에서 보고

된 공룡발자국의 단면구조 특성(Paik et al. 2001)과 동일한 

것이다. 연구지역 눌림구조의 깊이는 보통 10cm를 넘지 않

는다. 이들 공룡발자국 눌림구조는 주로 성층면에서 평면적

으로 관찰되어 왔던 공룡발자국의 형성과정과 보존과정을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성층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 중 다소 마식되어 

있으나 보행방향을 짐작케하는 발자국과 보행렬들이 나타

난다. 이들의 방향성을 나타낸 장미도표<그림 5>를 보면, 비

록 측정된 보행렬의 개수가 적으나 보행방향이 특정 방향으

로 편향되지 않고 분산되어 나타남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공룡발자국의 보행렬이 연흔의 정선 방향과 직

교하는 방향으로 발달한 경우도 관찰된다(사진 21). 이러한 

보행렬 중 일부 발자국의 내부에 연흔이 연장되어 나타나고

(사진 21b, 21c), 발자국 내부에 발달한 연흔은 주변 연흔에 

a

e

c d

b

【 사진 20 】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단면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 
눌림구조

【 그림 5 】  연구지역 공룡발자국의 보행방향을 나타낸 장미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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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파고가 낮은 특성을 보인다(사진 21c). 이는 연흔을 피

복한 퇴적층 위에 발자국이 찍혔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연구

지역의 공룡발자국 보행렬 화석이 하흔임을 시사하는 것이

다. 연구지역의 이러한 보존특성은 천연기념물 제373호로 

지정된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공룡발자국 보

존특성(백인성 외 2013)과 동일한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공룡발자국과 같은 척추동물의 발자국이 퇴

적층 내에 보존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발자국이 찍히는 표면이 

이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점성이 있어야 하고, 발자국이 찍

힌 이후에 퇴적층이 마르거나 고화되어야 한다(Lockley and 

Conard 1989; Lockley 1991; Avanzini et al. 1997). 또한 적당

히 마르고 고화된 후에 범람으로 유입된 퇴적물에 의해 매몰

되어야 한다(Lockley 1987; Paik et al. 2001). 이는 척추동물

의 발자국이 충적평원의 범람으로 형성되는 얕은 물가와 호

수주변 환경일 경우 보존이 용이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

다(Cohen et al. 1991; Genise et al. 2009).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공룡발자국 화석산출 지층인 함안층과 진동층의 공룡

발자국 화석층이 충적평원과 호수주변부에서 층상범람에 

의해 형성된 퇴적층(Paik et al. 2001; 김현주 외 2011)인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연구지역에서 관찰된 공룡발자국의 대부분은 불규칙한 

엽층리가 발달한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에서 산출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암상은 충적평원에서 층상범람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는 조사지역의 퇴적암층이 공룡발자국의 

보존에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

구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은 우기 시 충적평원에 층상범람

으로 만들어진 물웅덩이나 작고 얕은 호소 주변에 발자국이 

찍힌 후 노출되면서 서서히 고화되었고, 다시 도래한 우기에 

발생한 층상범람으로 인해 매몰되면서 보존될 수 있었다. 

고환경

반구대 암각화 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층은 전술한 퇴적

상 분석을 통해 건기와 우기가 반복적으로 발달하는 아건조

성 기후조건의 충적평원에서 우기 시 발생한 층상범람에 의

해 형성된 층상범람퇴적층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간헐적

으로 나타나는 응회질 사암층 또는 렌즈는 주변 지역에서 화

산분출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었음을 시사하며, 캘크리트의 

발달은 간헐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건조한 조건이 지속되었

음을 지시한다. 

연구지역에서 관찰되는 공룡발자국의 보행렬 방향과 파랑

연흔의 정선 방향은 대체적으로 분산되어 나타난다(그림 4, 5). 

이는 우기 시 충적평원 내에서 산발적으로 층상범람이 발생

했고, 이후 소규모 웅덩이들이 곳곳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한

다. 발자국화석층이 엽층 내지는 얇은층으로 발달하고, 건열

이 산출하며, 파장과 파고가 짧은 연흔이 수반됨은 이들 웅

덩이들이 매우 얕았음을 지시한다. Cochlichnus isp. 생흔의 

산출은 이러한 특성을 뒷받침한다(Hasiotis 2002; Gilbert and 

Sàez 2009). 

따라서 반구대 암각화 지역에 공룡이 서식하였던 당시, 

이 일대 지형은 넓은 충적평원이었으며, 건기와 우기가 반복

적으로 발달하는 아건조성의 기후 조건에서 간헐적으로 오

랜 가뭄의 기간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기 시 이 지역

【 사진 21 】  공룡발자국 보행렬과 수반되는 연흔의 산상

a

c

b

a.  보행렬의 방향(직선 화살표)과 
직교하는 연흔의 정선 방향(점선
화살표)

b.  발자국의 내부에 발달한 연흔

c.  주변 연흔보다 파고가 낮은 
발자국의 내부에 발달한 연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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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범람이 일어났으며, 범람 이후에 평원에 형성된 작은 

웅덩이들 주변에 공룡들이 모여들면서 주변 지역에 공룡발

자국이 반복적으로 보존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6). 

자연사적 가치

반구대 암각화 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을 함유한 퇴적

암층의 고환경적 특성은 이 지역에 분포하는 대구층과 대비

되는 경상분지 남부 지역의 함안층 고환경 특성(김현주 외 

2011)과 유사하다. 

함안층은 공룡발자국 이외에도 새발자국, 익룡발자국 등 

백악기의 다양한 척추동물의 발자국이 산출하는 우리나라

의 대표적인 발자국 화석층이다. 공룡발자국 화석을 포함한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을 중심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중

생대 화석산지들을 살펴볼 때(표 3), 연구지역이 속한 경상

분지 내에 분포하고 퇴적시기와 환경, 보존과정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은 함안 용산리 화석산지와 의성 제오리 화석산지, 

진주 가진리 화석산지, 사천 아두섬 화석산지, 남해 가인리 

화석산지 등이다(김현주 외 2011; 백인성 외 2013). 이들 지

역에는 모두 함안층이 분포하거나, 함안층에 대비되는 지층 

중 하나인 사곡층이 분포한다. 

이와 같은 산출특성은 함안층 또는 이와 대비되는 지층이 

형성되었던 시기인 전기백악기 말(약 1억년 전)에 한반도 남

부 일대의 곳곳에 평원 지역이 발달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양

한 종류의 공룡들이 서식할 수 있는 바탕 환경이 형성되었음

을 지시한다. 

아울러 연구지역 퇴적암층(10여m 두께) 내의 약 20여 개 

층준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높

은 빈도의 산출로서, 반구대 지역을 비롯한 대곡천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층이 한반도 공룡시대의 고생태와 

고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지질 및 고생물학적 기

록을 간직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곡천 일대의 공룡발자국 화석층 발달은 반구대 암각

화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제고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

로 여겨진다. 

【 그림 6 】  공룡발자국 화석이 산출하는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고환경 모식도



62·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No. 2

결언 및 제언

1. 반구대 암각화 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층을 포함한 퇴

적암층은 퇴적구조와 조직, 성분 등을 바탕으로,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석회질의 사질 

내지 실트질 이암,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질 사암, 수평 내

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사암, 얇은층 내지 중간층의 점이층리

가 발달한 사암 등 5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된다. 

2. 조사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층을 포함한 퇴적암층은 

모두 충적평원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며, 불규칙한 엽층리를 

이루는 실트스톤과 이암의 교호층, 얇은층으로 발달한 응회

질 사암, 수평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한 사암, 얇은층 내지 중

간층의 점이층리가 발달한 사암은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기후 조건에서 층상범람에 의해 형성되었고, 석회질의 사질 

내지 실트질 이암은 퇴적 이후 장기간의 노출에 의해 석회질 

토양화가 이루어져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3. 반구대 암각화 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층에서는 다각

상 내지 직교상의 완전한 건열에서 불규칙상의 불완전한 건

열, 편향되지 않고 분산된 방향성을 가지는 유수연흔과 파랑

연흔이 흔히 발달하며, 우흔과 무척추동물의 생흔이 드물게 

관찰된다. 이러한 퇴적구조들은 충적평원에서 우기 시 층상

범람이 발생한 후, 평원 내에 소규모의 웅덩이가 곳곳에 존

재했고, 뒤이어 건조한 조건이 찾아왔음을 지시한다. 드물게 

관찰되는 무척추동물의 생흔 중 Cochlichnus isp. 생흔이 확

인되었다. 이는 범람 이후 평원에 형성된 웅덩이의 물이 매

우 얕았음을 지시한다. 

4. 연구지역 퇴적암층의 공룡발자국 화석은 성층면에서

는 대체적으로 하흔(下痕; underprint)으로 나타나며, 일부는 

공룡발자국의 파인 부분을 상위의 퇴적물이 채운 형태인 캐

스트(cast)로 나타나고, 퇴적암층의 단면에서는 공룡발자국

의 눌림구조가 관찰되는 등 약 20여 개 층준에서 공룡발자국 

화석이 산출되었다. 성층면에 나타나는 보행렬의 방향은 특

정방향으로 편향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룡발

지정번호

(지정일)
지정명칭 소재지 지질시대 지층명 퇴적환경 기타

제222호
(‘70. 4.24)

함안 용산리 함안층 새발자국 화석 산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 산4 백악기 함안층
충적평원-

호수주변부

공룡발자국 

화석 산출

제373호
(‘93. 6. 1)

의성 제오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경북 의성군 금성면 제오리 111-3 백악기 사곡층 충적평원 함안층에 대비

제394호
(‘98.10.17)

해남 우항리 공룡·익룡· 새발자국 화석 산지 전남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 산1 백악기
우항리

층
호수주변부 -

제395호
(‘98.12.23)

진주 가진리 새발자국과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경남 진주시 진성면 가진리 9 백악기 함안층 충적평원 -

제411호
(‘99. 9.14)

고성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 화석 산지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산52-1 백악기 진동층 호수주변부 -

제434호
(‘03. 2. 4)

여수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및 퇴적층 전남 여수시 화정면 낭도리 산115-2 등 백악기
유천층

군
호수주변부

윤회퇴적층 

산출

제474호
(‘06.12. 5)

사천 아두섬 공룡화석 산지 경남 사천시 신수동 산33-2 백악기 함안층 충적평원
공룡알 및 뼈, 

익룡발자국 산출

제487호
(‘07.11. 9)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전남 화순군 북면 서유리 산147-5 등 백악기 장동층 호수주변부 -

제499호
(‘08.12.29)

남해 가인리 화석 산지
경남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 산60-20, 

산230-1 등
백악기 함안층 충적평원

익룡발자국, 

새발자국, 

나무화석 산출

제534호
(‘11.10.14)

진주 호탄동 익룡·새·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경남 진주시 호탄동 산 21 등 백악기 진주층 호수주변부 -

【 표 3 】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이 산출되는 천연기념물 중생대 화석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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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화석층에 발달한 연흔의 정선방향이 분산되어 나타나

는 현상과 함께 범람 이후 평원 내에 작은 웅덩이들이 발달

했음을 시사한다. 

5. 반구대 암각화 지역에 공룡이 서식하였던 백악기 당시, 

이 일대는 넓은 충적평원이었고, 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반복

적으로 발달하는 아건조성의 기후 조건이었으며, 간헐적으

로 오랜 가뭄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기 시 이 지역에

는 층상범람이 일어났으며, 범람 이후에 평원에 형성된 작고 

얕은 웅덩이들 주변에 공룡들이 모여들면서 주변 지역에 공

룡발자국이 반복적으로 보존되었다. 

6. 이와 같은 반구대 암각화 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을 함

유한 퇴적암층의 고환경적 특성은 이 지역에 분포하는 대구

층과 대비되는 경상분지 남부 지역의 함안층 고환경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전기백악기 말(약 1억년 전)에 한반도 남부 

일대의 곳곳에 평원 지역이 발달하였으며, 이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공룡들이 서식할 수 있는 바탕 환경이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7. 연구지역 퇴적암층 내에서의 공룡발자국 화석의 높은 

산출빈도는 반구대 지역을 비롯한 대곡천 일대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층이 한반도 공룡시대의 고생태와 고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지질 및 고생물학적 기록임을 지

시해주는 것으로,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대곡천 일대의 공룡발자국 화석층에 

대한 보다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퇴적지질 및 고생물학적 연

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반구대 

암각화 주변 유적 발굴조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연구의 현장조사 수행에 많은 지

원을 해주신 문화재청 2013년도 반구대암각화팀(이종희 과

장님, 장구연 사무관님, 임경희 선생님, 조율호 선생님)과 국

립문화재연구소 고고연구실(이상준 실장님, 박윤정 연구관

님, 조미순 선생님, 윤형준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

린다. 이와 함께 이 논문을 읽고 세심한 검토와 유익한 도움

말을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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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nosaur Track-Bearing Deposits at Petroglyphs of 
Bangudae Terrace in Daegokcheon Stream, Ulju (National 
Treasure No. 285): Occurrences, Paleoenvironments, and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Abstract
The Dinosaur track-bearing deposits recently found at Bangudae Petroglyph site in Ulju (National 

Treasure No. 285) have been studied in the aspects of sedimentology, paleoenvironments, and significance 

in natural history. The dinosaur tracks occur in the Daegu Formation (late Early Cretaceous),  and over 

80 footprints including 43 ornithopod footprints, 36 sauropod footprints, and 2 theropod footprints are 

preserved in this tracksite. The track-bearing deposits consist of irregularly interlaminated siltstone and 

mudstone,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thin-bedded tuffaceous sandstone, planar- to cross-laminated 

sandstone, and thin- to medium-bedded graded sandstone, and they are interpreted to  be sheetflood 

deposits on an alluvial plain. Diverse types of ripples and mudcracks, rainprints, and invertebrate trace 

fossils are observed in these deposits, and the crest-lines of wave ripples do not show preferred orientation. 

Dinosaur footprints occur as true prints, underprints, overtracks, and casts on the bedding surfaces, and 

the orientation of trackways are scattered. It is interpreted that paleoclimatic condition of the track-bearing 

deposits were semiarid with alternation of wetting and drying periods, and that dinosaurs frequented small 

and shallow ponds during wetting periods and recorded their tracks on an alluvial plain. The frequent 

occurrence of dinosaur tracks in study area indicates that the Cretaceous deposits around Daegokcheon 

Stream are very useful sedimentological and paleontological records to understand the paleoecology and 

paleoenvironments during the dinosaur age in Korean Peninsula. Consequently the dinosaur track-bearing 

deposits around Daegokcheon Stream should be further studied in sedimentary geology and paleontology 

in order to enhance cultural heritage value of the Petroglyphs of Bangudae Terrace as the World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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