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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여>에 보이는 울산지역

삼정리

1기도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곡호

천전리

아니라 도로 유구 1기, 천전리의 방리에서 조사된 쇠부리 제철로

24호 국도

화랑체육공원

마
병
천

장천사지

(석곽묘) · 돌방무덤(석실묘) 등 8기가 이전 복원되어 있습니다. 뿐만

« 밀양 방면

울산대곡박물관

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

천전리사지

모은정

반구서원(신)

대곡마을

울산대곡박물관 마당에는 하삼정고분군 무덤 가운데 돌덧널무덤

천전리의 방리 제철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장천

동향원(복지시설)

울주 천전리 각석
(국보 제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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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벼룻길) 개수기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사연호

울주 대곡리 암각화
(국보 제285호 반구대암각화)

야외전시장

야외전시장의 돌덧널무덤과 돌방무덤

대곡천 유역 역사문화길 그림지도

자드락숲

대현마을

구량천

압골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대
(포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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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전시실

전시실 안내

서부 울산지역의 역사와 문화

1

‘언양문화권’ 소개

2F

서부 울산지역은 울산 시가지와는 다른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제 2, 3 전시실
시청각실
사무실

있습니다. 언양현彦陽縣은 조선시대에 울산과는 다른 고을이었으며,
울산대곡박물관이 있는 울주군 두동면과 두서면은 1906년까지
경주에 속했다가 울산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언양현은
울주군 언양읍 · 상북면 · 삼남면 · 삼동면을 포함하였으며, 1895년
‘언양군’이 되었다가 1914년 울산군과 통합되었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제2전시실

언양현 관련 행정문서와 고문서, 언양읍성 출토 유물 등 ‘언양문화권’을
시청각실

울산대곡박물관 소개

중심으로 하는 서부 울산의 역사문화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제3전시실

태화강 상류 대곡천 유역에 울산 시민의 식수원인 대곡댐이 건설
되면서, 편입부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모두 1만 3천여
문화를 조사 · 연구하기 위해 2009년 6월 대곡댐 아래에 울산
대곡박물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울산대곡박물관은 울산박물관의

언양현 호적대장

윤병관 언양현감 임명 교지 (1887)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유물들을 전시하고 서부 울산권의

1F

기획전시실
제 1 전시실

대곡천 유역의 구곡문화와 불교문화

분관이며 울산광역시 제3호 등록박물관입니다. 등록번호는 2018년에

도와 최남복의 백련구곡白蓮九曲을 비롯한 대곡천 유역의 구곡문화,

울산 공립12-2010-01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원효와 반고사 磻高寺, 그리고 발굴조사된 장천사지長川寺址와 백련
사지(방리 사지)의 출토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서부 울산의

제1전시실

울산대곡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는 대곡댐 편입부지 발굴성과와
이주민 이야기, 대곡천 유역의 역사문화, 나아가 서부 울산지역

로비

2F

‘언양문화권’의 역사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대곡박물관은 서부

불교유적을 대표하는 석남사·간월사 등에 대한 자료도 함께 소개
기획전시실

하고 있습니다.

입구

울산의 역사문화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기획특별전과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서부권 거점 박물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정체성 구명과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보존에 앞장서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백련구곡을 경영한 최남복의 <도와문집>

1

포은 정몽주와 반구대

제 2 전시실 대곡천 유역의 생산과 유통

고려 말인 1375년(우왕 1) 언양현으로 귀양왔던 포은 정몽주는 울산

2

‘장천사’가 새겨진 암막새 (1702)

제 3 전시실 대곡천 유역의 고분과 사람들

3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조선 후기 반구대에 세워진
반고서원(반구서원)에는 포은과 회재 이언적, 한강 정구의 위패를

대곡천 유역은 토기, 분청사기, 백자, 옹기, 숯, 철, 기와 등 다양

삼정리 하삼정고분군에서는 2~7세기의 무덤 1천 기가 조사되었

모셨습니다.

한 생산 활동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대곡댐 부지 발굴조사에서

습니다. 조사 지역의 동쪽에는 하삼정유적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발견된 이러한 생산유적은 산업수도 울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

이 지역은 왕경王京, 그 중에서도 사량부沙梁部에 속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추정됩니다. 전시실에서는 나무널무덤(목관묘), 나무덧널무덤(목곽묘),
돌덧널무덤(석곽묘), 돌방무덤(석실묘)으로 이어지는 신라 고분의
변천사와 주요 출토 유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포은 정몽주의 <포은문집>
겸재 정선이 그린 반구대

울주 천전리 각석 (국보 제147호)
울주 천전리 각석은 태화강 상류 대곡천 가에 있는 바위로, 선사

‘경주 장흥고’가 새겨진
분청사기 접시 (고지평 출토)

흑유병 (상삼정 출토)

시대부터 신라 말에 이르는 많은 그림과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확인된 암각화 유적이며 울산에서
최초로 지정된 국보로 의미가 깊습니다. 전시실에서는 천전리

하삼정고분군 ‘가’지구 나무덧널무덤 (목곽묘) 5호 출토 유물

각석을 찾은 신라 사부지갈문왕과 진흥왕(심맥부지) 등에 대해 소개
하고 있습니다.

하삼정고분군 '나'지구 돌덧널무덤 (석곽묘)
240호 출토 금동관 (재현품)
울주 천전리 각석

대곡천 유역 도자기 생산 전시 모습

하삼정고분군 출토 장신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