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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고래 뼈 화석의 발견



연구지역

북위 36o05'27.68"
동경 129o23’36.05”

고래뼈 화석 발굴 지역의 지형도



지 층 명 지 질 시 대

흥 해 층

두 호 층

중기 초 ~  중부

마이오세

학 전 층

천 곡 사 층

왕 산 층 에오세

포항분지의 신생대 층서. {Lee, Y, G. (1992)에서}



고래 화석 산지 주변의 전경



발견 당시의 모습

아래턱

늑골

척추



발굴 방법에 관한 현장 점검



고래 화석의 발굴 절차

• 택지 개발 공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한 발굴

• 혹한의 동절기에도 발굴 강행

• 지표에 노출된 부분을 현장 노두에서 완전하게 분리하는데 중점

• 완전발굴은 실내로 이송 후 실내 작업에 맡기기로 함

• 신속한 발굴을 위해 야외조사 경험 많은 한국화석회 회원과

현장 작업 인부 투입



고래 화석의 발굴 세부 과정

고래 화석 주변 암석을 폭 3m, 깊이 1m 정도 드러냄1

소형 해머를 이용해 고래 화석 이외의 다른 화석을 조사함2

옹벽 설치를 위해 절단부 주변을 드릴 및 커터로 cutting함3

포크레인으로 파낸 암석 더미에서 화석을 찾음4

화석의 파손을 방지키 위해 절단부 주변에 옹벽 설치5

화석 표면에 석고로 Jacketing함6

옹벽 사방에 지지대 설치7

옹벽 하단부의 암석을 파냄8

암석을 파낸 자리를 받침대로 받치고, 철봉으로 지지대 설치9

절단 부위 철근 박아 크레인을 동원하여 올림10



발굴 방법 결정



지층 속 고래 뼈의 연장 여부 확인



주변에서 분리된 고래 뼈와 다른 화석들



발굴 면적 최종 확인



고래 화석 주변을 파헤침



장비를 통원하여 1차 작업 중



Jacketing 순서

• 먼저 화석 표면을 깨끗이 청소한다.

• 표면의 갈라진 틈이나 홈은 점토로 메운다.

• 후에 석고를 표본으로부터 안전히 분리하기 위해 표면에 얇은

비닐을 덮는다.

• 석고에 강도를 주기 위해 물과 혼합할 때 마닐라 삼을 풀어 함께

섞는다.

• 신속하게 석고를 비닐 위에 약 1cm 두께로 바른다. 



안전한 분리를 위한 펜스 보강 작업



Jacketing 과정



고래 뼈 화석의 분리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



분리 및 차량으로의 운반 과정



실내 작업을 위해 이동



이매패류

• 복족류

• 상어이빨(Galeocerdo sp.)

• 성게

• 해서 절지 동물(가재, 게)

• 어류

• 식물 줄기와 잎

발굴 과정에서 함께 산출된 화석



발굴 과정에서 함께 산출된 화석

이매패류

Propeamussium tateiwai  Kanehara

300여 점



발굴 과정에서 함께 산출된 화석

이매패류

Acesta sp.  50여 점



발굴 과정에서 함께 산출된 화석

복족류

Chicoreus? sp.

Turbo? Sp.

Phos? sp. .



이매패류

Acharax tokunagai (Yokoyama)

어류

갯가재

발굴 과정에서 함께 산출된 화석



발굴 과정에서 함께 산출된 화석

극피동물

성게류



발굴 과정에서 함께 산출된 화석

상어 이빨

Galeocerdo sp. 12점

Tiger shark



결론

본 발굴 조사에서 대상 암석이 완전하게 고결되어 있지
않아 쉽게 부서진다. 이 부서짐을 방지하기 위해 화석
을 포함하는 암석을 보강하고 블록 형태로 절단하였다. 
그리고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블록 둘레에 옹벽을 만
들고 블록 바닥에 철 파이프로 지지대를 만들었다. 고
래 골격화석 블록은 크레인을 동원하여 들어 올려 대형
트럭에 실어 천연기념물센터로 이송하였다. 이 외에 노
두 주변 암석 더미에서 수많은 골격 파편을 수거할 수
있었다. 
이들 고래 골격 화석 외에 수많은 상어 이빨을 비롯하
여 연체동물 화석을 채집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약간의
어류화석, 그리고 갯가재와 극피동물인 성게류 화석을
채집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