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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문양과 추상적 문양이 만들어진 시기와 성격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암각화가 새겨진 유구의 성격과 관련하여 의례의 종류와 암각화 문양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한반도에서 청동기시대에도 다양한 구상적 문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문양

도 풍요와 재생을 기원하는 청동기시대의 생업 의례를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송국리 유형의 생업 형태보다 벼농사의 비중이 낮았고 밭농사와 더불어 수렵·어로의 성격이 강한 검단리 유형이 

울산 지역 천전리 암각화 및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구상적 문양과 대조적으로 기하문으로 대표되는 추상적 문양도 청동기시대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심원문, 

마름모문, 그리고 다른 기하 문양 등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은 있으나 태양 숭배, 조상 숭배, 풍요, 다산 

등을 기원하는 의례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재해석되며 변화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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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울주 천전리 암각화는 1970년 12월 25일 동국대학

교박물관에 의해 처음 확인되어 학계에 보고된 이후(문

명대 1973: 33~40) 암각화에서 확인된 동물상, 기하문, 명

문 등의 문양 내용, 문양의 선후 관계, 명문, 세선 그림, 제

작 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황용훈 1975: 

2~13; 문명대 1977: 41~49; 임세권 1984: 517~542; 한국선

사미술연구소 2003; 장명수 2016: 103~153; 이하우 2011, 

2016: 23~61). 천전리 암각화뿐만 아니라 반구대 암각화

를 포함한 우리나라 암각화의 제작 기법, 편년, 성격, 그

리고 신앙과 의례와 관련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진

행되어(장명수 1995: 81~101, 1999: 27~65, 2015: 99~137, 

2016: 103~153; 이상길 1996: 135~176; 송화섭 1996: 

249~300, 2019: 378~394; 한형철 1996: 97~132; 이상목 

2004: 35~68, 2020: 244~264; 허권 외 2012: 113; 강봉원 

2012: 133~167, 2015: 63~81, 2016a: 81~102, 2016b: 5~38, 

2017: 63~83, 2019: 240~269; 임세권 1996: 229~248, 

2015: 167~170; 전호태 2017: 7~30, 2019: 210~233; 이

하우 2017: 31~61, 2019: 182~209; 신대곤 1998: 65~124, 

2017: 85~120; 장장식 2017: 121~145; 박영희 2016: 

63~79; 하인수 2019: 270~297; 김성욱 2019: 156~180; 김

권구 2018: 149~180, 2019: 298~313, 2020: 159~192; 정병

모 2020: 14~26; 이수홍 2020: 48~60) 천전리 암각화의 연

구와 이해에 자극과 토양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에서 언급된 개별적 연구를 넘어서서 천

전리 암각화를 포함한 대곡천 일대의 암각화를 중심으

로 우리나라 암각화 문양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동정

(identification)을 통한 자료 정리와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 노력(한국선사미술연구소 2003; 이하우 2011;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4; 장명

수 2016: 103~153; 송화섭 2016: 1~21; 전호태 외 2016, 

2017)이 지속되었다. 전체 단위 그림과 개체 그림 속에 

아직 미확인된 문양도 존재하고 실제 확인된 그림에 대해

서도 연구자에 따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천전리 암각화를 포함한 암각화 연구의 진전을 위

한 토대가 체계적인 자료 정리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

여 만들어진 것은 주목할 일이다.

울주 천전리 암각화에서 청동기시대 문양을 다룬

다는 것은 천전리 암각화의 문양에 대한 해석과 편년을 

수반하는 것이다. 천전리 암각화에서 확인된 그림을 구

상 그림(그림 1A, 2), 추상 그림(그림 1B, 3), 세선각 사

생(寫生) 그림, 명문으로 나눌 때(장명수 2016: 103~153) 

세선각 사생 그림은 주지하듯 삼국시대 신라인의 그림

임으로(전호태 1999: 9~43, 2016: 155~173; 나희라 2016: 

175~196, 2017: 1~25; 강종훈 2016: 197~221; 강영경 

2016: 223~250) 이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구

상적 문양과 추상적 문양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주요 검토사항은 천전리 암각화 속의 동물 그림을 

포함한 구상적 문양이 청동기시대에 속할 가능성에 대한 

논거의 제시 및 신석기시대까지 시대를 올리는 주장에 대

한 비판이 될 것이다. 또 청동기시대의 유구나 유물 속에 

나오는 암각화의 분포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고, 고고학 

자료상 암각화가 유행하던 구체적인 시기, 암각화 문양의 

의미, 암각화 관련 의례의 종류, 암각화가 사용되던 사회

경제적 맥락 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Ⅱ.   천전리 암각화 구상적 문양의 편년과 
관련 의례

1. 내용과 편년

천전리 암각화에서 그동안 확인된 동물 그림은 224

개로 전체 암각화에서 확인된 773개 문양의 29%를 차지

하고 있다. 동물 그림 중에서 사슴과가 다수 확인되었으

며 돼지과, 소과, 고양이과, 어류로 추정되는 그림도 확인

되고 있다. 천전리 암각화에서의 문양의 층위를 동물 문

양 단계(반구대 암각화 제3제작층), 기하문 암각화, 타날

흔 단계, 세선각 표현 및 명문(삼국시대) 등 4개의 제작층

으로 나눈 연구(이하우 2011: 143~146, 244~276)를 발전시

켜 천전리 암각화에서 확인되는 동물 문양을 포함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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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문양의 제작 기법은 쪼기 기법(단순 쪼기의 면 새김 기

법)으로서 기하 문양의 갈기 기법(쪼아낸 후 갈기 기법)과 

차별화되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이하우 2016: 49~50). 

일찍이 천전리 암각화의 면각(동물 물상)은 신석기

시대로 편년하고 추상 선각은 청동기시대로 편년한 연구

가 있었다(임세권 1984: 537~542). 천전리 암각화의 동

물 그림 등 구상적 문양(그림 1A, 2)과 같은 암각화가 만

들어진 시기를 확정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임에 틀림없다.1 그러나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유구가 주

로 지석묘 상석이나 묘역 석렬, 석관묘의 개석이나 석관 

내부인 점을 살펴보면 암각화가 유행한 시기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작의 중복 양상을 볼 때 천전리 

암각화에서의 동물 문양층(단순 쪼기의 면 새김)이 기하 

문양층(쪼아낸 후 갈기)보다 선행하는 양상이라 하더라

그림 1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문양. A: 구상적 문양(동물 표현물) 단계, B: 추상적 문양(기하문 암각화) 단계 [국민대학교박물관 제작(허권 외 2012: 80)]

A

B

1 임세권은 이후 대곡리 선각 동물은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중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하고 이보다 앞서는 대곡리 면각 동물과 천전리 면각 동물은 청

동기시대 전기로 보지만 천전리 면각 동물은 대곡리 면각보다도 더 앞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이들의 상한이 신석기시대 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편년관을 수정한 바 있다(임세권, 1994, 『한국 선사시대 암각화의 성격』,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pp.153~154). 반구대 암각화의 

편년에 관한 구석기시대설(손보기, 1977, 「구석기문화」, 『한국사: 1 한국의 선사문화』, 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p.43), 신석기시대설(문명대, 1973, 「울산의 선

사시대 岩壁刻畫」, 『문화재』 7호, 문화재관리국, pp.33~40; 강봉원, 2015, 「반구대 암각화 편년의 재검토: 신석기시대설을 중심으로」,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제작

연대론』,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pp.63~81; 강봉원, 2016b, 「우리나라 암각화의 편년과 고고학적 맥락: 공반관계 및 교차편년을 중심으로」, 

『영남고고학』 76호: pp.5~38; 강봉원, 2019, 「반구대 암각화의 편년: 총괄」,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上)』, 국립문화재연구소, pp.240~269; 이상

목, 2004, 「울산 대곡리 반구대 선사유적의 동물 그림: 생태적 특성과 계절성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52, pp.35~68; 이상목, 2020,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

유산적 가치」, 『고래와 바위그림 4』, 울산암각화박물관, pp.244~264; 하인수, 2012, 「반구대 암각화의 조성시기론」, 『韓國新石器硏究』 제23호, pp.49~74; 하인

수, 2013, 「고고학적 맥락에서 본 반구대 암각화」, 『울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울산암각화박물관, pp.204~219; 하인수, 2019, 「반구대 암각화의 신석기시대

론」,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上)』, 국립문화재연구소, pp.270~297), 청동기시대설(김원룡, 1986, 『한국고고학개설』(제3판), 일지사, pp.97~100; 

임세권, 1994, 앞의 논문, pp.153~154; 장명수, 1996, 「한국 암각화의 편년」, 『한국의 암각화』, 한국역사민속학회 편, 한길사, pp.177~227; 김권구, 2013, 「반

구대 암각화의 편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 67, pp.119~126; 김권구, 2015, 「반구대 암각화 신석기시대 조성시기설의 논거 비판」, 『울산 반구대 암각화: 제

작연대론』,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pp.63~81; 김권구, 2019, 「청동기시대 암각 예술의 정화: 반구대 암각화」,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조사연

구 보고서 (上)』, 국립문화재연구소, pp.298~313)에 이르는 여러 시각은 반구대 암각화를 신석기시대로 보는 관점을 주장하는 논문(강봉원, 2019, 앞의 논문, 

pp.240~269; 하인수, 2019, 앞의 논문, pp.270~297)과 청동기시대로 보는 관점을 주장하는 논문(장명수, 1996, 앞의 논문, pp.177~227; 김권구, 2013, 앞

의 논문, pp.119~126; 김권구, 2015, 앞의 논문, pp.63~79; 김권구, 2019, 앞의 논문, pp.298~313)에 언급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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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 층의 선후 관계는 서로 다른 시대의 선후 관계일 수

도 있고 동일 시대 속에서의 선후 관계일 수도 있다. 따라

서 만약 천전리 암각화의 추상적 문양(기하문 암각화)층 

(그림 1B, 3)이 청동기시대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동물 문

양층이 신석기시대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이

유는 없다.2 동일한 청동기시대 속에서의 선후 관계일 뿐

이고 청동기시대 암각화 제작 전통 속에서 처음 수렵 의

례를 위해 동물 문양이 제작되었고 그 후 천전리 암각화

에 기하문과 같은 추상적 문양을 새겨 수렵 의례가 아닌 

다른 집단 의례를 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3 다른 신석기시대 암각화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

서 신석기시대로 보는 것을 수용하기에는 아직 더 검증되

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4

그림 2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동물 문양(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 

연구소 2014: 42~43)

2 반구대 암각화 신석기설을 주장하는 논거는 신석기시대 패총 유적들에서 확인되는 고래 유체, 울산 황성동 패총에서 작살이 박힌 고래 뼈, 울산 지역(세죽 패총, 

처용리II 구역 9호묘, 황성동 패총, 신암리 패총 등) 출토 석제 작살(하인수, 2019, 앞의 논문, pp.292~293), 신석기시대의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토기편에 

묘사된 사슴 선각 무늬와 반구대 암각화의 사슴 모습의 유사성 주장, 신석기시대 패총 출토 배의 존재 등이다. 청동기시대설의 주장 근거는 청동기시대에 다양

한 종류의 암각화가 의례의 종류에 맞게 유행했던 것이 유물이나 유구 등 고고학 자료에서 확인되는 점, 신석기시대 암각화는 논쟁이 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다

른 사례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 점, 반구대 암각화의 5~20㎞ 이내에는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상 밀집도가 아주 높은 반면 신석기시대 유적의 분포상 밀집

도는 아주 미약하다는 점, 청동기시대에도 생업에서 차지하는 수렵과 어로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김권구, 2013, 앞의 논문, pp.122~125) 등을 들고 있다. 반

구대 암각화가 신석기시대라는 주장에 대한 논거 비판과 청동기시대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 논문(김권구, 2013, 앞의 논문, pp.119~126; 김권구, 2015, 

앞의 논문, pp.63~79; 김권구, 2019, 앞의 논문, pp.298~313)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에 대한 신석기시대설을 주장하는 연구자의 반론(강봉원, 2015, 앞의 논

문, pp.63~81; 강봉원, 2016b, 앞의 논문, pp.5~38; 강봉원, 2019, 앞의 논문, pp.240~269; 이상목, 2004, 앞의 논문, pp.35~68; 하인수, 2012, 앞의 논문, 

pp.49~74; 하인수, 2013, 앞의 논문, pp.204~219; 하인수, 2019, 앞의 논문, pp.270~297)도 참고하기 바란다. 

3 반구대 암각화나 천전리 암각화를 제외한 청동기시대의 다른 암각화에는 왜 동물 문양 암각화가 없는가는 청동기시대 의례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문양을 사

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석묘나 입석에서 확인되는 암각화 문양은 마제 석검, 마제 석촉, 동심원문, 성혈 등이며, 이것은 장례나 제례에 사용

된 것으로 보이며 수렵·어로 의례의 경우에는 의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렵과 어로의 대상이 되는 생명체의 모습을 익히고 타격하는 방법을 학습해야 하기 때

문에 반구대 암각화나 천전리 암각화의 경우 수렵과 어로의 대상이 되는 생명체를 새긴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암각화가 아닌 청동유물의 경

우이지만 의례의 종류에 따라 다른 문양이 새겨진 대상물이 사용되는 사례는 전 경주 출토 견갑형 동기와 전 대전 출토 농경문 청동기이다. 따라서 화살을 맞은 

사슴이 새겨진 전 경주 출토 견갑형 동기는 수렵 의례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전 대전 출토 농경문 청동기는 농경 의례를 할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4 수렵과 어로가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 할 것 없이 이루어졌고 그 비중이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하여 수렵·어로와 관련된 문양의 하나로서 동물 문양이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모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다. 천전리 암각화의 경우에도 동물 문양을 통하여 수렵 의례 과정 속에서 수렵 대상물을 익히고 수렵 방법을 

학습하는 현실적인 장점 때문에 수렵 의례에서 구상적 문양을 가진 동물 문양이 채택되어 활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이건 암각화가 유구에서 확인

되는 시대는 청동기시대라는 점에서 천전리 암각화에서의 동물 문양은 청동기시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즉 청동기시대에 의례의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문양의 암각화를 사용했으며 암각화가 유행하던 시기는 신석기시대가 아니라 청동기시대라는 점, 그리고 천전리 암각화 주변 20㎞ 반경 지역에 분포하는 청동

기시대 유적의 밀집도가 신석기시대 유적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크다는 점(그림 4)에서 천전리 암각화의 동물 문양은 청동기시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림 3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추상적 문양(기하문)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

유적보존연구소 2014: 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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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상적 문양과 사회경제적 맥락

청동기시대에 농경이 확산되고 본격화되었다 하더

라도 지역별로 생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양하였고 수

렵·어로·채집의 비중도 상당하였을 것이다. 즉 생업의 시

대별·시기별 지역성(地域性)이 다양했을 것이다. 실제 청

동기시대 석촉, 석창, 어망추 등의 도구와 함정 유구는 수

렵과 어로가 청동기시대에 이루어졌음을 강하게 암시하

는 것이고, 동북형 석기도 수렵 동물의 가죽 벗기기 등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실제로 포항 인덕

산 유적 10호 주거지에서 사슴 뼈, 멧돼지 뼈, 개 뼈로 추

정되는 동물 뼈가 출토된 바 있고(김건수 2007: 118~121; 

배덕환 2007: 78~79; 이준정 2013: 11) 청동기시대 패총

인 안면도 고남리 패총에서도 사슴 뼈, 멧돼지 뼈, 노루 

뼈, 개 뼈 등이 출토된 바 있어서(김병모·심광주 1990: 

191~197; 김병모·안덕임 1990: 207~217) 청동기시대 수

렵 활동의 증거를 보여주며(김권구 2013: 123) 울산 입암

리 유적의 함정시설(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103~141; 

울산대곡박물관 2018: 46~47), 울산의 여러 유적에서 출

토된 석촉, 석창, 석구 등의 유물(윤호필 2018: 96)도 수렵 

활동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당진 성산리 유적 출토 굴, 동죽, 가리비, 소라 등 패

각류는 청동기시대 어로 활동의 증거를 보여준다(충청문

화재연구원 2012: 55; 김권구 2015: 69). 이와 더불어 울

산 지역의 검단리 유적, 신정동 유적, 무거동 옥현 유적, 

야음동 유적, 천상리 유적, 다운동 유적, 방기리 유적, 부

곡동 유적, 서부동 유적, 입암리 유적, 화정동 유적 등에

서 어망추가 출토되었는데, 이 중 화정동 유적의 경우 15

개의 조사된 주거지들 중에서 7개의 주거지에서 어망추

가 출토되었고 주거 지역과 인접하여 계단식 논이 확인되

어 어로 활동과 농경이 복합된 생계 형태를 가진 ‘반농반

어촌’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견해(윤호필 2018: 97)는 울산 

지역의 생업적 특성의 일단을 지적한 중요한 견해라고 판

단된다. 이와 함께 하천변 충적지에 입지하는 울산 입암

리 유적의 경우 조사된 주거지의 47%에서 어망추가 확인

되어 구릉에 입지하는 취락 유적에 비해서 어망추의 출토 

빈도가 월등히 높아서 하천에서의 어로 활동이 생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음을 지적한 견해(울산문화재연구

원 2010: 273; 윤호필 2018: 97)는 전체적으로 취락이 입

지하는 환경에 따라 다양한 생업 전략을 구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청동기시대의 폐기

물을 버리는 방식이 신석기시대와 달라서 신석기시대나 

원삼국시대와 같이 많은 패총을 남기지 않았을 것으로 추

정되는 것일 뿐이며 수렵과 어로의 비중이 상당했음을 암

시한다. 산성 토양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 뼈

가 잔존하기 어려워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동물 뼈가 거

의 출토되지 않을 뿐이다. 청동기시대 수렵·어로와 관련

된 지식 전수와 풍요 기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렵 의례

를 위해 만들어진 장소가 동물 문양이 새겨진 천전리 암

각화로 보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암각

화가 유행한 시기가 청동기시대라는 점은 그러한 견해를 

더 강화시켜준다. 또 천전리 암각화를 중심으로 10㎞ 반

그림 4   천전리 암각화를 중심으로 한 청동기시대 유적과 신석기시대 유적의  

분포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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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다수 밀집되어 발견되지만(그

림 4), 신석기시대 유적은 궁근정리 유적, 사연리 사일 유

적, 입암리 유적에서 확인된 바 있으나(김경진 외 2019: 

52~53)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밀도에 비해 크게 떨어지

고 천전리 암각화를 중심으로 20㎞ 반경으로 확대한다 하

더라도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 밀도와 비교할 때 신석기 

유적의 분포 밀도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이는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문양과 추상적 문양이 청동기시

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민족지적 자료를 통하여 또는 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사슴 등 동물 문양 암각화가 신석기시대에 속하므로 천전

리 암각화의 동물 문양이나 반구대 암각화의 문양도 신석

기시대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견해(이상목 2004: 35~68; 

하인수 2004: 77~103, 2012: 49~74, 2013: 204~219; 강봉

원 2012: 133~167; Kang 2020: 480~506)가 있지만,5 민족

지적 유추를 통한 해석에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유추(formal analogy)가 아니라 관계적 

유추(relational analogy)를 통하여, 그리고 가능하면 범문

화적 법칙(cross-cultural law)에 근거한 범문화적 유추보

다는 문화적으로 특수한 규칙(culturally specific rules)을 

더 고려한 직접적 역사적 유추(direct historical analogy)6

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동기시대 구상적 암각화는 다양하고 그 주요 내용

은 석검, 동검, 석촉 등을 묘사하는 문양이며, 지석묘 상

석, 묘역 지석묘의 묘역석, 암벽, 주거지 출토 숫돌 등 청

동기시대 유구나 유물에서 발견된다.7 <표 1>은 구상

적 암각화가 청동기시대에 다수 존재함을 보여준다(그림 

5~8). 이 점은 천전리 암각화에 보이는 구상적 암각화가 

청동기시대일 가능성이 큼을 강하게 암시한다. 

사실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천전리 암각화의 동물 

그림 등 구상적 문양의 상한이 신석기시대에 속하는지 청

5 청동기시대에 수렵과 어로가 행해졌더라도 반구대 암각화가 청동기시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은 신석기시대에 수렵과 어로가 행해졌

더라도 반구대 암각화가 신석기시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이다. 함정, 석촉, 석창,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되던 도구

로 추정되는 동북형 석기 등의 유구나 유물, 화살을 맞은 사슴을 묘사하는 문양이 있는 전 경주 출토 견갑형 동기의 존재가 암시하듯 수렵은 청동기시대에도 생

업에서 일정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요소이다. 따라서 사슴 등 동물 문양 암각화를 청동기시대로 편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암각화가 유행하던 시기가 청동기

시대이고 천전리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화의 주변 20㎞ 반경의 유적 분포 양상을 볼 때 청동기시대 유적의 밀집도가 신석기시대 유적의 밀집도에 비해 압도적으

로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천전리 암각화의 사슴 등 동물 문양이 신석기시대보다는 청동기시대에 새겨지고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6 일찍이 이안 호더 등은 신뢰성 있는 유추를 하기 위해 일반적이고 단순하게 형태적인 유사성을 비교하는 형식적 유추나, 서구인과 동일한 합리성과 행동 원리에 

토대를 둔 범문화적 유추보다는 유추 대상물의 맥락 검토를 고려한 관계적 유추나 직접적 역사적 유추의 중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이안 호더·스코트 허트슨 지

음, 김권구 옮김, 2007, 『과거 읽기 - 최근의 고고학 해석 방법들』, 학연문화사, pp.302~303).

7 구상적 암각화가 동물 문양뿐만 아니라 지석묘 상석에서 석검과 석촉 문양 등의 형태로 출현하는 것은 생업 의례에 암각화가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장례와 제

례에도 암각화가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집단의 영역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나타내고 강조할 필요성이 커져가는 청동기시대 전기후반에서 후기

에 이르는 사회경제적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청동기시대 주요 구상적 암각화의 사례

번호 암각화 이름 주요 문양 내용 관련 유구 또는 입지 참고문헌

1
포항 인비리 

암각화 

(그림 6-좌)

석검(2개), 

추정 석촉

포항 인비리 16호 

지석묘 상석

국립경주박물관

(1985), 전호태 외

(2016: 133~143)

 2
여수 오림동 

암각화 

(그림 6-우)

석검(1개), 

인물상(2인)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 상석

전남대학교박물관

(1992), 전호태 외

(2017: 246~250)

 3
사천 본촌리 

암각화 

(그림 7)

석검(1개)

*필자는 등대를 

고려할 때 변형 

비파형 동검 형

태로 추정

사천 본촌리 유적 

나지구 10호 

청동기시대 주거지 

출토 숫돌

조영제 외

(2011: 43~147), 

전호태 외

(2017: 61~68)

 4

밀양 활성동 

암각화

(밀양 살내 

암각화) 

(그림 8)

석검(2개), 

성기

*필자는 등대를 

고려할 때 변형 

비파형 동검 형

태로 추정

밀양 살내 1호 

지석묘 묘역시설

전호태 외

(2017: 53~58)

5
의령 마쌍리 

암각화

석검 추정

(2개)

청동기시대 1호묘

(반지하식 적석토광묘) 

북서쪽 모서리에서 

석재 출토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2012), 

전호태 외(2017: 

7671~7678)

6
고령 봉평리 

암각화

검(2개 혹은 

3개), 석촉
산 능선 암벽

전호태 외

(2017: 12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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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시대에 속하는지를 확정할 필요충분조건은 어느 설

을 취하는 입장이건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

나 암각화가 유행하던 시기는 신석기시대가 아니라 청동

기시대이며 논란이 되는 반구대 암각화나 천전리 암각화

를 제외하고는 다른 신석기시대 암각화가 확인된 바가 없

다는 것은 이들 암각화가 기법의 종류와 상관없이 청동기

시대에 속할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암

각화가 유행하던 청동기시대에 의례의 종류에 따라 필요

한 구상적 문양과 추상적 문양이 사용되었고 청동기시대

에도 다수의 구상적 암각화가 존재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  

<표 1>과 <그림 5>이다.

3. 상징성과 관련 의례 

천전리 암각화의 동물 그림은 주로 사슴과와 돼지과

라는 점에서 수렵 의례와 관련되어 만들어지고 사용되었

을 가능성이 크다. 수렵 대상물에 대한 위로와 풍요 기원

을 위한 수렵 의례를 위해 천전리 암각화에서의 동물 문

양이 만들어지고 그 의례 과정에서 수렵 대상물의 특성 

이해와 같은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

다고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의례 속에서 의례의 종류에 따라 다른 암

각화 문양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각기 다른 전문화

된 특정 목적의 의례 장소도 출현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반구대 암각화가 수렵·어로와 관련된 풍요를 기원하는 생

업 의례 유적이라면, 천전리 암각화는 구상적 문양 단계에 

주로 수렵에서의 풍요를 기원하는 생업 의례 유적이었을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반구대 암각화는 지속적으로 수

렵·어로와 관련된 생업 의례 유적의 성격이 유지되지만, 

동일한 청동기시대의 천전리 암각화는 추상적 기하 문양

이 암면을 채우는 단계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는 생업 의례

뿐만 아니라 조상 숭배 등 집단의 단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의 의례도 추가되어 융합되는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 유구(高地性 

環溝 遺溝)의 내부에는 기둥 구멍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

것은 의례의 종류별로 그에 맞는 의례 대상물을 매달고 

그림 5 주요 구상적 암각화 분포도

그림 6   포항 인비리 16호 지석묘 상석 구상적 암각화(국립경주박물관 1985: 

136)(좌)와 여수 오림동 5호 상석 구상적 암각화(전남대학교 박물관 외 

1992: 81)(우)

그림 7   사천 본촌리 나10호 주거지 

출토 동검 암각화 지석(조영제 

외 2011: 144~147)

그림 8   밀양 활성동 지석묘 묘역석  

암각화(전호태 외 2017: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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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전 괴정동 농경문 청동

기, 검파형 동기, 견갑형 동기 등도 매달 수 있도록 구멍

이 뚫려 있거나 고리가 있는 점도 이러한 의례 양상을 암

시한다(김권구 2012: 51~76). 이러한 의례 양상은 청동기

시대와 초기철기시대에 의례의 전문화·통합화·위계화 양

상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Ⅲ.   천전리 암각화 추상적 문양의  
상징성과 성격

한국 암각화의 현황은 천전리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

화를 포함하여 현재 약 35개 내외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

다(전호태 외 2016; 전호태 외 2017; 이하우 2016: 47). 그

런데 우리나라 대표적 암각화의 하나인 천전리 암각화 주

암면(A면)의 기하문은 마름모꼴이 41점, 동그라미꼴(홑동

그라미문, 겹동그라미문) 29점, 물결 10점, 미상 4점이 있

고 보고서에서 지칭하는 D면 중에서도 마름모꼴 1점, 동

그라미와 물결문이 각각 1점과 2점이 확인되는데(울산대

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4: 53), 이러한 기

하문, 동심원문, 회오리문 등을 동물 문양과 같은 구상적 

문양과 구분하여 추상적 문양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동심원문 또는 회오리문으로 분류되는 동그라미꼴 

문양과, 천전리 암각화 주암면 기하문의 약 49%를 차지

하는 마름모꼴 문양과 약 35%를 차지하는 동그라미꼴 문

양(동심원문 또는 회오리문 등)을 중심으로 이들 문양이 

확인된 암각화의 사례와 관련 유물·유적의 성격을 토대

로 하여 천전리 암각화에 보이는 추상적 문양 혹은 기하

문(그림 1B, 3, 9)의 편년, 의례의 성격과 상징성 등을 검

토하고자 한다. 

1. 동심원문 또는 회오리문의 분포 사례와 관련 유구

동심원문 또는 회오리문 암각화(그림 9)는 울주 천

전리 암각화를 포함하여 적어도 지금까지 11곳에서 확인

되었는데 그 주요 사례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표 2   동심원문 또는 회오리문 암각화의 주요 사례와 관련 유구

번호 암각화 이름  주요 문양 내용 관련 유구 또는 전방의 입지 참고문헌

 1 울주 천전리 암각화(그림 1B, 3, 9)
동심원문(겹동그라미)(4개?) 및 

기하문

천변 자연바위 단애면 /

동심원 바로 앞 5m에 대곡천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연구소

(2014: 35~37, 46~48), 

허권 외(2012: 119)

 2 무산 지초리 암각화(그림 10) 동심원(동그라미, 와상선문, 번개문)
자연바위 /

전방의 절벽 아래에 두만강

최광식(2007: 307~310), 

허권 외(2012: 119)

 3
고령 장기리 암각화

(舊 고령 양전동 암각화), (그림 12)

동심원문(4개), 

겹동그라미(회오리문)(1개), 

검파형(37개)

하천가 암벽 /

전방 270m에 회천

(제방공사 이전 전방에 저습지)

신종환 외(2008: 18~29), 

전호태 외(2016: 75~85), 

허권 외(2012: 119)

 4 부산 복천동 암각화(그림 14)
동심원문(1개), 회오리문(1개),

 미상 또는 부정형문

부산 동래 복천동 고분 79호분

(수혈식 석곽)
전호태 외(2017: 17)

 5
밀양 안인리 암각화

(신안 유적 신안 4호 지석묘), (그림 15)
동심원문(1개), 원문, 선문, 미상

신안 4호 지석묘 묘역시설 석재 /

서쪽에 개울이 있고 배면 28m에 

밀양강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2007), 

전호태 외(2017: 49~52), 

허권 외(2012: 119)

6 함안 도항리 암각화(그림 16) 동심원(11개) 선, 배, 바위 구멍 지석묘 상석 추정 전호태 외(2017: 87~93)

7 대구 진천동 입석(그림 17)
동심원 혹은 회오리문(5개), 

성혈(11개)

입석 / 석축 주변에 샛강 흔적 /

동심원문이 새겨진 입석 인근에 진천천

전호태 외(2017: 103~109), 허권 외

(2012: 119)

 8 달성 천내리 암각화(그림 18) 동심원문(5개) 달성 천내리 3호 지석묘 상석 전호태 외(2017: 110~115)

 9 고령 안화리 암각화 동심원문, 방형 기하문 자연바위 / 전방 15m에 안림천
신종환 외(2008: 29~35), 

허권 외(2012: 119)

10 고령 봉평리 암각화 동심원 형상 원문(2개)? 산 능선 암벽 전호태 외(2017: 127~137)

 11 영천 보성리 암각화 동심원문(1개), 검파형(16개) 거북 모양의 바위 전호태 외(2016: 11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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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듯 동심원문 혹은 회오리문은 지석

묘 상석, 지석묘 묘역시설, 지석묘와 관련된 입석(예: 대

구 진천동 입석), 천변 자연 암석 혹은 산 능선 암벽 등에

서 확인되었다. 주로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 단계)로 편

년되는 지석묘와 관련되어 동심원문이 나오는 점은 주

목된다. 그리고 북한의 함북 무산 지초리 암각화의 사례

(그림 10)가 있지만 동심원문 혹은 회오리문의 주된 분포 

권역이 주로 영남 지역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그림 

11). 그러나 무산 지초리 암각화에서 확인된 동심원문의 

존재는 영남 지역만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도 유사 문양의 

암각화가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2. 동심원문 혹은 회오리문의 상징성과 관련 의례 

동심원문의 의미나 상징성에 대해서는 암각화의 위

치와 문양 형태 혹은 내용을 토대로 태양과 관련된 견

해가 다수이다(황용훈 1987: 22; 임세권 1999: 19~26, 

2007: 139~144; 이건무 1992: 131~216; 신대곤 1998: 66, 

119~124; 신종환 외 2008: 29, 109; 박영희 2016: 70). 천전

리 암각화 속의 사각형은 대지를 상징하고 동심원은 태양

을 상징한다는 견해(박영희 2016: 70),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기보다는 달이나 강물의 파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정동찬 1996: 228), 암각화가 향한 정면에 물이 

있다는 점에서 동심원문이 물과 깊은 관계를 가진 표현물

이라고 보는 견해(허권 외 2012: 119), 고령 장기리 암각

화 속의 동심원문이 하늘에 대한 인식을 형상화하고 계승

한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아니며 그 속의 원문과 회오리

문은 각각 동심원문의 원형 및 변형 표현에 해당한다는 

견해(전호태 2017: 18), 종족 번성을 위하여 여성의 생식 

기능과 가임 여성 확보가 중요하여 그러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제의가 행해졌고 그 주술물(呪術物)

의 하나로 전신상과 여근을 동그라미와 마름모 도상으로 

형상화하였다는 견해(장명수 2016: 135~139), 동심원은 

태양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고 신체문[神體文(神面

形)]은 지신(地神)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라는 견해(신종

환 외 2008: 29, 109), 동심원문은 일반적으로 태양을 상징

하는 문양으로 해석되고 있으나(이은창 1971), ‘동심원 문

양은 ... 농경의 풍요 기원을 위한 재생의 상징으로서 영

그림 9 천전리 암각화 속의 동심원문(한국선사미술연구소 2003: 70~71)

그림 10 무산 지초리 암각화 속의 동심원문과 타래문(최광식 2007: 309)

그림 11 동심원문 암각화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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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귀의 원(圓)을 신앙 대상을 삼은 것으로 ... 고령 양

전동(장기리)의 4중 동심원(그림 12)은 재생 관념과 농경 

의례가 관습화된 면을, 함안 도항리의 고인돌 덮개돌 추

정 암면에 조각된 다중 동심원은 죽은 자의 장송 의례 및 

영혼 불멸의 재생 의례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암각화’라

는 견해(송화섭 1996: 294~295), 함안 도항리 암각화의 경

우 성혈로 천상의 별들을 표현했고 겹동그라미의 겹수로 

별의 크기를 구별했다는 견해(장명수 1999: 56), 검파형

이 여성을 의인화한 기하 문양으로서 생식 능력을 강조하

여 활력 있게 사지를 쫙 펴고 서 있는 여신상을 모방한 신

상 암각화라는 견해(송화섭 1996: 293), 함안 신체문 암각

화(神體文 岩刻畫)의 조성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제

의적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신대곤 1998: 66, 

119~124), 검파문을 태양신으로 보는 견해(임세권 1999: 

13~14), 검파문을 신체문으로 파악한 견해(장명수 2008: 

29~31), 천전리 암각화에서 동물 표현 다음 단계인 기하

문 암각화의 주 표현물이 마름모꼴인데 이것은 여성을 상

징하며 여성의 임신·출산과 같은 여성 고유의 생리 기능

과 농경의 생산성이 하나의 상징체로 결합된 것을 말해

주는 청동기시대의 표현물이며 기하문 암각화가 동물 표

현보다 상위에서 층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같은 청동기시

대에서도 세부적인 선후 차이가 있다고 본 견해(이하우 

2011: 146)들은 그동안 동심원문과 검파형 암각화 문양의 

상징성 연구와 관련한 주요 주장이다. <표 3>은 동심원

문의 상징성에 관한 주요 견해를 정리한 표이다. 

<표 3>과 같이 동심원문의 상징성에 대해 서로 다

른 견해가 존재하지만, 필자는 동심원문의 형태 자체, 초

기철기시대 다뉴세문경, 원개유문청동기나 팔주령 등에 

보이는 태양을 암시하는 문양이 태양을 암시하는 점에서

(이건무 1992: 131~216)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청동기시

대로 소급될 수 있는 점, 동심원문 암각화가 새겨진 바위

면의 방향이 동쪽에서 남쪽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어 태양과의 관련성을 암시하는 점 등 위치에서 보

이는 태양과의 관련성과 태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거나 

신격화하는 등 암각화 내용에 있어서 태양과의 관련성이 

보이는 점(임세권 1999: 9~14),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

시대로 편년되는 고지성 환구 유구 등에서 보이는 고지

(高地)에서의 의례 지속 양상을 천신과 태양신 의례와 관

련시킨 견해(김권구 2012: 51~7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동심원문은 태양과 관련 있는 문양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표 4>는 검파형 암각화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주

요 견해를 정리한 것이다. 검파형 암각화의 상징성에 대

한 여러 견해가 있지만 검파형 암각화가 상징하는 바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의례 대상물 또는 숭배 대상

물로서 신성(神性)을 띤 것임에 틀림없고 대전 괴정동, 예

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군산 선제리에서 보이는 검파형 

동기가 유력자의 권력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대상물로 나

표 3 동심원문의 상징성에 관한 주요 견해 비교

번호
동심원문, 원문, 

회오리문의 
상징성

주요 논리  참고문헌

1
태양, 

태양신

태양 모습 연상, 위치에

서 보이는 태양과의 관련

성(동심원 암각화가 새겨

진 바위면의 방향이 동쪽

에서 남쪽을 향하는 경우

가 다수 확인되는 점), 암

각화 내용에서 태양과의 

관련성(태양 상징 도형), 

초기철기시대 청동 의기

의 십자 일광문 혹은 태

양 문양의 전통 등

이은창(1971), 

황용훈(1987: 22), 

임세권(1999: 19~26, 2007: 

139~144), 

이건무(1992: 31~216), 

신대곤(1998: 66, 119~124), 

신종환 외(2008: 29, 109), 

박영희( 2016: 70)

 2
달, 

강물의 파문, 

물

하천 등 물과 인접한 곳

에서 암각화 발견, 농경 

풍요의 상징 등

정동찬(1996: 228), 

허권 외(2012: 119)

 3
농경 풍요 기원

을 위한 재생
농경 풍요와 연계 등 송화섭(1996: 294~295)

그림 12 고령 장기리 암각화(신종환 외 20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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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으며 그것이 유력자와 유력자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

대하며 강화하던 매체였기 때문에 암각화에서도 검파형 

문양이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사회 분화가 진행되어 

유력자가 나타나는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의 시대적 

맥락 속에서도 합리적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전체적으로 동심원문은 태양을 상징한다는 견해, 여

근을 상징한다는 견해, 달이나 강물의 파문을 상징한다는 

견해, 물이 창조와 생명의 원천이요 풍요와 생명력의 근

원이면서 재생과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동심

원문이 이러한 물을 상징하면서 농경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보는 견해(허권 외 2012: 119~121), 다양한 동심

원문이 유구에 따라 의미나 상징성이 다르다는 견해, 검

파형 문양은 태양신, 신체문 형상, 여신 형상, 여성을 의

인화한 형상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실제 검파형 동기가 

대전 괴정동, 예산 동서리, 아산 남성리, 군산 선제리 등

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그것들이 의기적 성격을 갖고 있

고, 아산 남성리 석관묘 출토 방패형 동기(그림 13)의 경

우 눈썹 문양이 고리 위에 달려 있고 눈썹 문양 위에 걸어

놓을 수 있는 구멍이 3개 있는 모습(국립중앙박물관 1977

의 도면 4, 1992: 25, 90)으로 숭배 대상 인물 또는 신체문

일 가능성도 암시되는 가운데, 검파형 문양에 인물문(임

세권 1996: 235~240), 신체문(신대곤 1998: 65~124), 검파

형(한형철 1996: 129; 전호태 2017: 11; 이하우 2017: 45) 

등 다양한 상징성이 융합되어 있으면서 집단마다 의미

를 차별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동심원문(그림 

14~18)은 그 형태상으로도 태양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심

원문 암각화가 지석묘의 상석이나 묘역석, 그리고 입석 

등에 나타나는 양상으로 볼 때 이들과 관련되었던 집단을 

태양족과 관련시키려는 의도로 장례와 제례에서 사용되

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표 4 검파형 암각화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주요 견해 비교

번호
검파형 암각화 
문양의 상징성

주요 논리  참고문헌

1 태양신상

아래 사례의 태양신상은 

검파형 암각화 문양을 언

급하는 것으로 추정됨: 

①포항 칠포리 암각화에

서는 여성 성기의 상징물

이 태양신상과 조합되어 

확인된다고 묘사, ②고령 

장기리 암각화에서는 동

심원문이 태양신상과 함

께 등장한다고 묘사

임세권(1999: 14)

 2 여신상

생식 능력을 강조하여 

사지를 펴고 있는 여신

상을 모방하였다는 주장

송화섭(1996: 293)

 3
신체문

(神體文)

신체(神體)를 형상화했

다는 주장. 즉 태양광선

을 두른 몸체는 빛을 받

는 인간, 즉 신성한 인간

으로서 신체(神體)를 의

미한다는 주장

신대곤(1998: 66, 84~85, 

119~124), 

장명수(2008: 29~31)

그림 13   아산 남성리 석관묘 출토 방패형 동기 추정복원도(국립중앙박물관 

1992: 25)

그림 14 부산 복천동 암각화(전호태 외 2017: 18)

그림 15 밀양 안인리 신안 4호 지석묘 묘역석의 암각화(전호태 외 2017: 51)



109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편년과 성격

모든 동심원이나 기하문은 동일한 상징성을 가진 것

이 아니라 유사하면서도 지속적인 의미 재해석을 통하

여 지역별·시대별로 그 의미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동태적 과정을 보여준다. 동심원문과 기하문이 함께 존

재하는 암각화(예: 울주 천전리 암각화, 밀양 안인리 신

안 유적 신안 4호 지석묘, 고령 장기리 암각화)와 동심원

문이 존재하지 않는 암각화(예: 영천 보성리 암각화, 영주 

가흥동 암각화, 포항 칠포리 암각화 등)로 나눌 수 있는

데, 대체로 동심원문이 있는 암각화가 그렇지 않은 암각

화보다는 유행 시기가 약간 빠르거나 일부는 동시기에 겹

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동심원문 암각

화8는 주로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 단계 혹은 검단리 단

계)-초기철기시대 전기에 유행하지만, 검파형 문양은 주

로 초기철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9

3. 천전리 암각화 속 추상적 문양의 상징과 변화

울주 천전리 암각화에는 동심원문과 마름모문 등 추

상적 문양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그림 1B, 3, 9), 이 중 

동심원문은 지석묘 상석이나 묘역시설, 입석에서 발견되

는 점을 고려할 때 청동기시대 후반(송국리 단계)에 채택

되는 양상이며 마름모문 등의 기하문은 초기철기시대로 

편년되는 암각화에서 다수 확인된다. 지석묘가 축조 집단

의 생업 영역 등 집단 영역에 대한 배타적 점유를 관철하려

는 집단의 희망과 의지를 담아 만들어진 농경사회의 기념

물이라면 지석묘 문화와 동심원문, 그리고 성혈 등의 암각

화 문화가 융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지석묘 상석 등

8 대구 진천동 입석에는 동심원문 혹은 회오리문(그림 17-좌)과 성혈(그림 17-중·우)이 함께 발견된다.

9 동심원문 암각화는 대구 진천동 입석, 달성 천내리 지석묘, 밀양 안인리 신안 유적 신안 4호 지석묘에 나타나는 동심원문의 경우처럼 청동기시대 후기(송국리 단

계, 검단리 단계 등)의 유적에서 주로 나타나지만 고령 장기리 암각화와 같은 초기철기시대 암각화에도 지속되는 양상이어서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 

전기에 유행한다고 할 수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경우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를 전기로 하고 삼각형점토대토기 단계를 후기로 편년하여 세부 시기를 구분하고자 하

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리고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 전기의 구분이 쉽지 않고, 대전 괴정동 단계를 청동기시대 만기로 넣기도 하고 원형점토대토

기의 상한 연대가 청동기시대 후기(기원전 6세기~기원전 4세기) 단계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송국리 문화 등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가 초

기철기시대에도 지속되거나 시간적으로 겹치는 문화 접변 양상이 달성 평촌리 18호 석관묘와 25호 석관묘에서의 유구 중복 양상과 출토 유물, 그리고 영양 신

원리 묘역식 석관 매장 주체부와 출토 유물, 안동 지례리 지석묘와 출토 유물 등의 여러 사례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 전기의 구분

에 논란은 있을 수 있다. 어떤 시기 구분 방식이 문화 이해에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가 중요한데, 지역별·시기별로 다양한 문화 양상을 띠고 있어서 복잡한 양상

이지만, 필자는 편의상 일단 청동기시대 후기와 초기철기시대로 구분하였다.

그림 16 함안 도항리 암각화(전호태 외 2017: 88)

그림 17   대구 진천동 입석(좌- 전호태 외 2017: 104, 중·우- 이백규 외 2000: 

15~16)

그림 18   달성 천내리 지석묘 상석 동심원문 암각화(전호태 외 2017: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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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이는 암각화나 입석에서 보이는 암각화는 주로 영

남 지역에서 장례·제례와 암각화 전통이 청동기시대 전기

부터 융합되어 초기철기시대까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포항 인비리 16호 지석묘 상석에 묘사된 마제 

석검과 무경식 석촉의 문양(그림 6-좌)은 지석묘 문화와 암

각화 문화가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에 결합하는 양상이며, 

여수 오림동 5호 지석묘 상석에 묘사된 땅에 꽂힌 일단병식 

마제 석검과 그와 관련된 의례를 하는 인물의 모습(그림 6-

우)은 김천 송죽리 4호 지석묘 앞에서 땅에 꽂힌 채 노출되

었던 비파형 동검의 사례와 더불어 청동기시대 전기-후기

에 걸쳐 그러한 장례 또는 제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천전리 암각화에서 보이는 구상적 문양에서 추상적 

문양으로의 변화 양상은 의례의 성격과 유형이 변화되었

음을 암시하며, 의례 종류별로 관련되는 대상 문양 내용

이 달랐고 시대별·지역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임을 보여준

다.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그림 문양(동물 문양)이 수렵 

의례와 관련된다면, 추상적 문양 단계에는 수렵 의례의 

개념이 변화했거나 천전리 암각화가 조상 숭배와 생업상

의 풍요, 그리고 집단의 안녕과 다산(多産)(그림 19)을 기

원하는 통합적·중층적 성격의 의례로 변화된 모습을 가진 

의례 장소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암시한다. 반면에 반구

대 암각화는 수렵 의례와 어로 의례가 지속적으로 행해지

던 의례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10 그리고 초기철기시대 

고령 장기리 암각화(그림 12)는 풍요와 조상 숭배, 그리고 

다산(多産)을 기원하던 의례 장소였고 포항 칠포리 암각

화와 영천 보성리 암각화, 영주 가흥동 암각화, 경주 석장

동 암각화 등도 유사한 성격의 암각화였지만 암각화의 문

양이 방패문, 신체문 등의 문양 혹은 성기 모습 문양 등 다

양하게 변화되는 모습이다. 연구자에 따라 방패문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고 그 기원과 변화 양상에 대해 여러 의견

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암각화에서의 갈아파기 기법은 그 

자체가 주술적 기원 행위로서, 동심원 암각화는 태양보다

는 물과 관계가 깊은 표현물로서 농경과 밀접하게 관계되

어 있고 농경 의례 속에서 풍요를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견

해(허권 외 2012: 119~121)도 있기 때문에 동심원의 의미

와 상징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천전리 암각화 속에 나오는 다양한 문양에 대

한 의미와 상징 연구와 관련하여 신고고학자가 비판하던 

사이비 고대 심리학자(pseudo-palaeo-psychologists)가 

되지 않으려면 암각화 문양에 대한 의미 해석 과정에서의 

논증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민족지적 유추에서의 

논리 강화뿐만 아니라 천전리 암각화가 속하는 것으로 편

년되는 시대의 유물이나 유구, 그리고 그 유물과 유구 속

의 문양 등을 통한 상관성 논증이 보다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유추에 있어서도 신뢰도를 높이려면 형식적 유추나 

범문화적 유추보다는 직접적 역사적 유추나 관계적 유추

를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과거는 현대인의 사고 방

식과 서구적 합리성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화적으

로 특수한 그들만의 규칙을 가졌던 낯선 나라(Lowenthal 

2015)였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직접적 역사적 유추나 관
그림 19   천전리 암각화 속의 문양을 출산 그림이라고 해석한 사례(장명수 

2016: 137)

10 천전리 암각화 속의 문양 중 천전리 암각화의 일부 마름모형이 동심원처럼 중심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성 성기의 묘사로 보는 견해(임세권, 

1999, 「한국 암각화에 나타난 태양신 숭배」, 『한국암각화연구』 창간호, pp.7~26)와 <그림 19>의 마름모 문양을 출산 그림이라고 해석한 견해(장명수, 2016, 「천전

리 각석 암각화의 정밀 실사조사 -기본자료 구성을 위한 轉寫實測資料의 도해 분석-」, 『울산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각석 연구』, 울산대학교 반구대암각화유적보존

연구소·한국암각화학회, p.137)에서처럼 동일한 형태의 마름모 형태가 여러 개 연결되어 만들어져 재생되거나 혹은 꼬리를 가진 올챙이처럼 표현되는 것도 있다는 

점에서 출산(出産), 다산(多産), 복제(複製), 풍요(豐饒) 등의 의미로 해석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들 견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해석도 주관적인 면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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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 유추를 통하여 유추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울주 천전리 암각화, 울주 반구대 암각화, 고령 장기

리 암각화, 경주 석장리 암각화, 영주 가흥동 암각화 등은 

천변(川邊) 암벽에 암각화를 새기고 집단 의례 센터로 활

용했던 경우이고, 이에 비하여 포항 칠포리 암각화와 고령 

봉평리 암각화는 야산이나 구릉의 중턱 내지 구릉 하단의 

암벽이나 바위에 암각화를 조성하는 경우여서 입지적 차

이점이 발견된다. 그런데 청동기시대에서 초기철기시대

에 걸쳐 조성된 야산이나 구릉에 입지하는 집단 의례 센터

라 할 수 있는, 아마도 천신 의례를 포함한 다양한 의례를 

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울산 연암동 환호 유적과 같은 고

지성 환구(高地性 環溝)11는 이와 관련하여 주목된다. 

Ⅳ.   천전리 암각화와  
관련 생업 유형의 고찰 

청동기시대 생업에서 수렵·어로·채집·농경이 차지하

는 비중은 지형 조건 등 환경을 고려할 때 지역별·시기별

로 다양하였고, 농경 중에서도 논농사와 밭농사의 비중도 

다양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천전리 암각화가 있는 울산 

일대에는 넓은 평지는 없지만 수로를 갖춘 논이 확인된 

울산 무거동 옥현 유적과 수로가 없는 천수답과 유사한 

계단식 논이 확인된 울산 야음동 유적 등의 청동기시대 

경작 유구와 탄화미를 포함한 탄화 곡물, 석겸(石鎌)(울산 

서동 유적 E-26호 주거지, 울산 교동리 유적 28호 주거지 

등에서 출토), 반월형 석도(울산 상안동 유적 등에서 출

토), 석재 괭이(울산 남창·합수 유적 14호 주거지, 울산 길

천 유적 마지구 8호 주거지 등에서 출토), 돌 보습(울산 천

곡동II 유적 등에서 출토), 목제 괭이(울산 교동리 192-37 

유적 8호 주거지에서 출토) 등의 다양한 농기구(울산대곡

박물관 2018: 36~45)는 청동기시대에 울산 지역에서 환

경에 맞게 논농사, 밭농사가 융합된 농경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표 5, 6).12 울산 지역은 호남이나 대구·경북 지

역(예: 대구 상동 유적, 대구 상인동 유적, 김천 송죽리 유

적, 경주 도계리 유적, 경주 석장리 유적, 경주 전촌리 유

적), 경남 지역(예: 사천 이금동 유적, 김해 장유 율하리 

유적, 김해 구산동 유적, 창원 덕천리 유적, 창원 진동 유

적)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지석묘의 밀도가 낮아서 지석묘 

문화와 암각화 문화가 결합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으로 보인다. 물론 울주 서부리 지석묘와 같이 대형 지석

묘 추정유구가 존재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석묘의 

분포 밀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집단 영역

의 배타적 점유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을 가능성도 암시

한다. 울산 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집단의 생업 형태가 송

국리 유형의 생업 형태보다 벼농사의 비중이 낮았고 밭농

사와 더불어 수렵과 어로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업 

형태였을 가능성(예: 울산 입암리 유적과 화정동 유적)도 

암시된다. 특히 석촉, 석창, 어망추, 동북형 석도, 함정, 저

형(돼지형) 의기 등의 유물과 주구식 구획묘와 환호를 검

토하면서 이들 유물과 유물의 기원지가 산지(山地)와 동

해안을 배경으로 수렵·어로·채집을 기반으로 생계 활동을 

한 북한 지역이며, 심발형 토기를 주체로 하는 생계 유형

의 확산과 수렵·채집 문화의 전파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렵·채집 문화의 비중이 송국리 문화권보다 비(非)송국

리 문화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지적한 논문(안재호 

외 2015: 356~389)은 울산 지역 검단리 유형의 검단리 문

화권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이러한 울산 지

역 청동기시대 취락 집단, 특히 청동기시대 후기의 검단

리 유형 주민 집단 일부와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11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高地性 環溝) 유적으로는 울산 연암동 환호 유적, 합천 영창리 유적, 순천 덕암동II 유적, 경주 화천리 유적, 안성 반제리 유적, 

화성 동학산 유적, 화성 쌍송리 유적, 부천 고강동 유적 등 전국적으로 다수인데, 환구의 중심 공간에 적석 제단 유구 등 시설이 있는 유형과 환구의 중심 공간에 주혈

을 제외하고 다른 유구가 없는 유형으로 구분된다(김권구, 2012, 「청동기시대-초기철기시대 고지성 환구에 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제76호, p.67).

12  <표 5, 6>은 울산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에 논농사와 밭농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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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양 및 추상적 문양을 만든 집단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울산 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집

단, 특히 검단리 유형 주민 집단의 일부가 지석묘 축조를 

통한 조상 숭배보다는 천전리 암각화에서의 구상적 문양

과 추상적 문양에 의미를 부여하며 천전리 암각화 주변을 

제장(祭場)으로 사용하여 생업상의 풍요와 집단의 다산

(多産)을 기원하며 공동체 중심적 조상 제사를 하는 방식

의 집단 통합 의례를 수행했을 가능성도 검토해볼 필요성

이 있다고 생각한다.

반구대 암각화와 천전리 암각화를 종합적으로 볼 때 

반구대 암각화가 수렵·어로와 관련된 풍요 기원 및 교육 

전수를 위한 생업 의례 장소로서 청동기시대 이래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인접 지역의 천전리 암각화는 

처음에는 수렵 의례 장소였다가 후에 수렵을 포함한 풍요

와 다산의 기원 내지 조상 숭배를 위한 집단 의례 장소로 

변화되어 의례의 성격이 점차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

표 5 울산 지역 청동기시대 주요 식물 유체

번호 유적명 출토 식물 자료 비고

1 울산 천곡동 가재골I 유적
조, 기장, 벼, 보리, 

팥속, 가래, 포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74~476)

2 울산 천곡동 가재골II 유적 조, 기장, 벼, 팥 등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77~479)

3 울산 천곡동 가재골III 유적 조, 기장, 벼, 콩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80~481)

4 울산 천곡동 가재골IV 유적 조, 기장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82~483)

5 울산 검단리 유적
벼 압흔

(무문토기 저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84)

6 울산 교동리 456 유적 벼, 콩과 초본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85~486)

7 울산 교동리 유적 조, 기장, 벼, 팥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87~488)

8 울산 굴화리 생기들 유적 조, 벼, 보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89~491)

9 울산 굴화리 장검II 유적 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92~494)

10 울산 다운동II 유적
조, 기장, 벼, 밀, 

통속, 팥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97~498)

11 울산 다운동 436-5 유적 기장, 밀, 팥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499~500)

12 울산 달천 유적 조, 기장, 벼, 들깨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01~502)

13 울산 덕신리 오산 유적
조, 기장, 벼, 보리, 

콩속, 팥속, 들깨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03~505)

14 울산 매곡동 IV지구 유적 조, 기장, 벼, 밀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06~507)

15 울산 반연리 가막못 유적 조, 콩과 초본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10~511)

16 울산 백천 유적
1지점 청동기시대 

층위에서 벼 화분 

확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12~513)

17 울산 상안동 유적 벼(?), 팥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14~516)

18 울산 상연암 유적
기장, 벼, 팥속, 

콩과 초본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17~519)

19 울산 신현동 황토전 유적 팥속, 콩과 초본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24~525)

20 울산 야음동 유적 벼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26~528)

21 울산 인보리 번답들 유적
조, 콩속, 

콩과 초본류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29~530)

22 울산 중산동 약수II 유적 조, 기장, 벼, 보리
국립문화재연구소

(2015: 533~535)

표 6 울산 지역 청동기시대 주요 경작 유구(윤호필 2018: 99 <표> 발췌 요약)

번호 유적명 경작 유구의 종류 입지 구조

1
울산 신천동 

냉천 유적
논 곡간 평지 계단식 논

2 울산 화봉동 유적
논

선상지 선단부

계단식 논

이랑 밭밭

3 울산 입암리 유적
구상 경작 유구, 

밭

하천변 충적지의 

배후 저지
이랑 밭

4
울산 서부리

 남천 유적
논 하안단구 말단부 소구획 논

5 울산 백천 유적 논
하천변 충적지의 

배후 저지
계단식 논 등

6
울산 굴화리 생기들 

나지구 유적
논 곡간 평지 소구획 논

7
울산 무거동 옥현 

유적
논 곡간 평지 소구획 논

8 울산 야음동 유적 논 곡간의 완경사면 계단식 논

9 울산 화정동 유적 논
구릉 말단부의 

완사면
계단식 논

10
울산 발리 455-1 

유적
밭(논)

낮은 독립 구릉 

말단부 저지
소구획 논(밭)

11 울산 발리 유적 논
낮은 독립 구릉 

말단부 저지
소구획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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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암시한다.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문양과 추

상적 문양의 구성 내용과 변화 양상은 의례 종류별로 다

양한 암각 문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대곡천을 

따라 산재했던 하위 취락을 아우르던 중심 취락의 구성

원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던 집단 의례 장소로서, 아니면 

중심 취락과 하위 취락의 구성원 모두가 장기적·지속적

으로 집단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통합하여 사용한 집단 의

례 장소로서의 천전리 암각화와 반구대 암각화는 스톤헨

지(Stonehenge)와 같은 위상의 의례 장소(콜린 렌프류·폴 

반 2008: 149)에 비유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의례 

장소의 위계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적어도 하위 취락이 그들만의 의례 장소

를 가지고 있었건 그렇지 않았건 상관없이 천전리 암각화

와 반구대 암각화는 적어도 대곡천 유역의 청동기시대 사

람들의 중요 의례 장소임에는 틀림없다.

Ⅴ. 맺는말

암각화가 주로 유행한 시기가 청동기시대이고 청동

기시대 의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의례대상물이 이용되

었으며 청동기시대에도 다양한 구상적 문양이 존재한다

는 점에서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구상적 문양도 청동기시

대에 새겨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물에 대한 

이해 강화가 수렵에 도움이 됨을 인식하고, 구상적 문양

을 대상물로 만들어 풍요와 재생을 기원하는 청동기시대 

생업 의례를 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

고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렵과 어로는 청동기시대에도 

생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석기시대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송국리 유형의 생업 형

태보다 벼농사의 비중이 낮았고 밭농사와 더불어 수렵과 

어로의 성격이 강한 검단리 유형이 울산 지역 천전리 암

각화 및 반구대 암각화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울주 천전리 암각화의 기하문으로 대표되는 추상적 

문양이 청동기시대에 속한다고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이

론(異論)이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심원문, 마름

모문 등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설은 있으

나 태양 숭배, 조상 숭배, 풍요, 다산 등을 기원하는 의례

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구상적 문양의 

존재는 풍요, 다산, 수렵 대상 동물의 재생과 위로를 기원

하는 생업 의례가 행해졌고, 추상적 문양의 존재는 풍요, 

다산뿐만 아니라 태양 숭배와 조상 숭배의 개념이 결합된 

생업 의례, 집단 안녕 희구 의례, 태양 상징 집단임을 강조

하는 의례가 행해졌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한다. 이는 천

전리 암각화 앞에서 행해지던 의례의 성격이 변화되었거

나, 아니면 다양한 의례의 상징성이 융합된 양상을 의미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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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aims to examine when the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were carved and their nature. To achieve 

this, the relations between rituals and rock carving motifs are examined besides the nature of  the archaeological 

monuments with carved petroglyphs. 

The investigation revealed that the figurative motifs on the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may have been 

carved during the Korean Bronze Age considering other examples of  figurative petroglyphs from that period.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figurative animal motifs on the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were used for 

rituals of  fertility and rebirth as a subsistence ritual during the Korean Bronze Age. The Geomdan-ri Archaeological 

Culture Type is a strong candidate, having used both petroglyphs of  Cheonjeon-ri and those of  Bangudae, Ulju, 

since the Geomdan-ri Archaeological Culture Type has a higher proportion of  hunting and fishing and lower 

proportion of  rice cultivation in its subsistence than in the subsistence of  the Songguk-ri Archaeological Culture 

Type.

In contrast to the figurative motifs, the abstractive motifs, including the geometric designs on the petroglyphs of  

Cheonjeon-ri, Ulju, are generally accepted to have been carved during the Bronze Age.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disputes over the symbolic meanings of  concentric motifs, lozenge motifs, and other geometric motifs, they 

may be related to rituals for sun worship, ancestor worship, and fertility cults. Their meanings have been continuously 

reinterpr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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