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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고려 건국과 울산

여기에서는 신라말부터 고려초까지의 정치·사회의 변동과 그에 따른 울산 지역

의 동향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즉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가 건국되어 가는 상

황, 곧 낡은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왕조 교체기에 전개되고 있었

던 울산 지역의 동향을 살펴보려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나말려초의 변동 과정에서 새로운 세력으로출현하여 민중과 함

께 사회변동을 이끌고 있었던 호족세력이 대두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검토할 것이

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울산지역의 호족세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특히울산지

역에서 대두한 호족세력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박윤웅(朴允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살펴볼 것이다.

이어 고려 왕조가 건국된 후 지방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지

방제도가 정비, 개편되어 가는 사정에 대해서 살피기로 한다. 고려건국기인 태조대

의 지방제도 개편의 내용을 알아보고, 중앙집권체제의 기틀을 다지게 되는 성종대

의 지방제도 정비의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울산지역이 지방제도상으

로 어떻게 편제되었는지, 그리고 울산의 관할 속에 있었던 군현제 영역과 특수행정

구역은 어떠하였는지를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1. 나말려초호족세력의 대두와 울산 동향

1) 나말려초호족세력의 대두와 유형

신라말 중앙정계에서 왕위계승을 둘러싼 진골귀족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

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 새로운 사회세력으로서 호족이 대두하였다.

호족세력은 이후 고려에 의해 후삼국 통일전쟁이 마무리되고 태조 사후 왕권이 안

정되는 광종대까지 정치·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었다. 호

족은 흔히 성주(城主)·장군(將軍)·적수(賊帥) 등으로칭해지는 사실에서 알 수 있

듯이 일정한 영역에서 군사적 기반과 시설을 갖고 배타적인 정치 지배력을 행사하

는 세력집단이었다.

호족들은 세력 기반과 등장의 계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몇의 유형으로 나누어진

다.1 ) 먼저 신라말에 이를수록 정쟁이 격화되는 중앙정계에서 밀려나거나 자의로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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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 돌아와 독자적 세력을 이룬 낙향귀족 출신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는 촌주(村

主)를 비롯한 토착적 세력가로서 호족으로 입신한 자들을 들 수 있다. 한편 북방의

변경지대나 군사적 요충지에서 지방군을 지휘하였던 군진(軍鎭)세력이 있고,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과의 해외무역에 종사하면서 독자적 선단을 보유하고 막강한 경

제력을 발판으로하여 독자적 세력으로성장한 해상(海上)세력을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시의 호족을 성주나 장군으로 부른 것은 그들이 갖고 있던 군사적

기반을 잘 드러낸 표현이다. 성주라는이름에 걸맞게 그들은 실제로 성곽을 축조, 경

영하고 있었다.2 ) 광주의 무진고성(武珍古城), 흥해에축조된 남 북미질부성(南 北彌

秩夫城)을 경영한 훤달(萱達)을 실례로 들 수 있다. 이 시기 울산의 대표적 호족으로

등장한 박윤웅도신학성(神鶴城)을건설하여경영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름의 경제적 기반도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성곽을 만들

고 그 내부에 수리시설을 구비하여 장기적인 전란에 대처하고 있었던 대구의 수창군

(壽昌郡) 호국성(護國城)의 이재(異才)와 청도 지역의 보양(寶壤)과 이목(璃目)이 여

기에 속한다. 한편으로호족들은 해안지대에서의어장이나 양식장 및 무역항의 이윤

을 장악하기도하였다.

2) 나말려초울산지역의 호족 집단

신라말 고려초 울산지역에서는 대표적 호족으로서 박윤웅이 등장하였다. 박윤웅

은 울산지역에서 대두한 호족 집단 가운데 가장 중심적 인물로서 호족장(豪族長)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호족집단의 수장인 호족장과 중소호족 사이에는 관반(官

班)체제로 일컬어지는 정치조직을 통해 위계질서를 수립하면서 정치적 단위체로서

의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다.3 ) 후삼국기에 이르면 후백제와 고려라는 새로운 권력의

출현과 함께 그 흡인력으로 말미암아 각지의 호족장들은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는 데

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역의 수장으로 자신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중소호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웠으며, 나아가서 정치적 단위체로

1) 김철준, 1973, 「문인계급과 지방호족」, 『한국사』3, 국사편찬위원회; 김갑동, 1990, 『나말려초의 호족과 사회변동 연

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 이순근, 1992, 『신라말 지방세력의 구성에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정청주,

1996, 『신라말 고려초 호족연구』.

2) 구산우, 2001, 「신라말 향촌사회의변동과새로운 계층구조의 형성」, 『한국중세사회의제문제』, 김윤곤교수정년기념

논총.

3) 나말려초 호족들의 정치조직으로서 관반에 대해서는 김광수, 1979, 「나말여초 호족과 관반」, 『한국사연구』23, ; 구

산우, 1988,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의성립」, 『한국사론』20, 68∼7 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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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독자성마저도심각하게 위협받게되었다.

고려가 건국될 당시에 호족들이 구축한 독자적 세력 영역의 상당수가 고려와 후백

제 사이에 반부(叛附)했다는 기록은4 ) 당시 호족집단의 이합집산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각 공동체적 영역의 수장인 호족장들은 후백제와 고려라는 새로운 권력

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들은 귀부(歸附)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권력과 공식적 연결관계를 맺게 된다.

당시 호족의 이런 존재형태는 해안지대라는 특수성을 제외한다면, 박윤웅의 경우

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박윤웅이 생장한 시기는 신라 헌강왕( 8 7 5∼8 8 5 )대이

고, 주로 활동한 시기는 신라말이었다.5 ) 그의 가문은 부조대(父祖代)인 신라하대 중

기부터 호족으로서 두각을 나타냈을가능성이 높다. 박윤웅의등장과 활동에 대해서

는 다음의 기록이 참조된다.

A. (울산군은) 본래 계변성(戒邊城)이다. 신라시대에신학성(神鶴城)으로 개칭하였

다. 학성(鶴城)이라칭한 것은 천복원년(天復元年) 신유(辛酉, 신라효공왕 5년)

에 한 쌍의 학이 전금신상(全金神像)에서 지저귀고 계변성 신두산(神頭山)에서

울었으므로, 군인(郡人)이이를 이상하게 여긴 까닭에 신학(神鶴)으로써이름하

였다. 고려시대에군인(郡人) 박윤웅이태조를도와고려국을흥하게했다.6 )

위의 자료 A에서 신학성이라는 명칭이 출현한 시기를 효공왕 5년( 9 0 1 )으로 파악

한 것은 박윤웅의 등장 시기와 관련된다. 여기서 계변성에 출현한 학의 존재란 다름

아닌 이 지역의 새로운 실력자로서 박윤웅의출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여겨

진다. 따라서 효공왕 5년 무렵에는 당시까지 유력 호족으로 성장하고 있던 박씨 가

문이 박윤웅대에 들어와 울산지역의 여타 호족을 아우르는 최고실력자인 호족장으

로 확립되었음을말해주는 것이다.

3) 박윤웅의성장 배경과 경제적 기반

박윤웅이 호족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음의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4) 『고려사』권1, 세가, 태조원년 8월 계해.

5) 박윤웅의성장과활동 및 가문에 대해서는 이우성, 1969, 「삼국유사소재처용설화의 일분석」, 『김재원 박사 회갑기념

논총』; 1991, 『한국중세사회연구』, 일조각, 183∼1 8 4쪽.

6) 『경상도지리지』울산군.



먼저 군사적 기반으로서, 신학성의경영과 무기 제조의 원료

확보 문제와 관련한 달천(達川) 광산을생각할 수 있다. 다음

으로 울산항이 지닌 대외 무역항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무역 이윤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순서대로이 문제에 대한 이

해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우선 신학성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

된다. 관련 기록에서 신학성이 있는 위치를 계변(戒邊) 혹은

개지변(皆知邊)으로 기록하였다.7 ) 계변이나 개지변은 이두

식으로 표현된 지명으로 여겨지는데, 그 뜻은 강변(江邊)이

나 천변(川邊)을뜻하는‘갯가’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계

변이나 개지변의 강은 울산지역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태화

강(太和江)을 가리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학성은 태화강

변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전기에 만들어진『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신학성

의 위치를 울산읍성(蔚山邑城)의 동쪽 5리에 있으며, 당시에도 성터 흔적이 남아 있

다고 하였다.8 ) 한편 조선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만든『대동지지』에서는 울산 관

내의 성곽으로서 울산읍성, 고읍성(古邑城)과 함께 동쪽 5리에 도산성(島山城)이 있

었다. 아울러 이 도산성이 신학성, 계변성, 증성(甑城)이라는사실을 밝히고 있다.9 )

성곽의 규모와 축성년대로 보아, 『대동지지』의 읍성은『신증동국여지승람』의 읍성

1 0 )과, 『대동지지』의 고읍성은『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읍성1 1 )과 일치한다. 그리고

읍성의 동쪽 5리에 신학성이 있다는 부분도 일치한다.

대동여지도에서는울산읍성의 동남쪽에 고산성(古山城)인도산성이, 그 서쪽에 반

구정(伴鷗亭)과태화루(太和樓)가있었던 것으로 표기하였다. 이기록과 현존하는 태

화루와 반구정의 위치를 비교하면, 신학성의 소재지에 관한 김정호의 견해는 거의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도산성은 임진왜란시에 축조

된 왜성(倭城)으로서 계변성과는 다른 것이지만, 이 두 성곽의 위치는 같다.1 2 ) 한편

대동여지도에서는 이 지점을 도산성으로 기록하고 있고, 계변성이라는 명칭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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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려사』권57, 지리지2, 울주.

8)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고적 신학성.

9) 『대동지지』권7, 경상도울산 성지.

10)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성곽.

11)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고적 고읍성.

12) 『여도비지』권7, 울산도호부무비 성지 계변성 도산성.

반구정토성지. 지금은 주택가가 되었다.



나지 않는다. 이런현상이 나타난 것은 지도상으로 인접한 이 두 성곽을 구분하여 표

시하기가어려웠기 때문이었다.

왜성은 구래의 성지에 축조한 경우가 일반적이라는사실을 고려하면, 도산성은신

학성을 개축했거나 혹은 신학성지에 축조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왜성은 해발 5 0 m

의 구릉 정상부를 주곽(主廓)으로 만들기 위해 해발 4 5 m지점부터 사방을 돌로 쌓았

으며, 동남쪽의 태화강변에 접한 지역은 직접 해로를 통하는 선박을 접안시킬 수 있

는 대지(臺地)가있었다.1 3 ) 이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신학성의소재지는 울산왜성이

있는 현 울산시 중구 학산동과 학성동을 중심으로 한 태화강변 일대였을 것이다.

학산동은 학성동에서 분동되었으며, 학성이라는 명칭은 신학성에서 유래한 것이

다. 현재 울산 문화방송국이 있는 높은 구릉에서 학산동 일대를 바라보면, 학산동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유난히 높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토착 울산인의 설명에 따

르면, 이 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일대가 지금보다 더 높았다고 하는데, 이는 신학

성의 흔적과도 관련된다. 학성동과 학산동 일대는 울산만을 끼고 발달한 울산항의

중심부로서, 신라의 지방제도상으로는 동진현(東津縣)의 영역이다. 고려 성종 1 6년

( 9 9 7 )에 성종이 이곳 흥례부(興禮府)에 갔을 때 태화루에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

었다는 기록도1 4 )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에 신학성의 인근 지점인 울산시 중구 반구동에서 박윤웅이 활동하던 시

기에 축조된 토성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 성지(城址)는 발굴 당시에는 2 0 m정도만

남아있어 성곽의 전체 규모를 알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으로만

보아도 성곽의 폭이 4 . 5 m로 일정하고, 여러 형태의 금속으로 된 장신구와 무기가

동반 출토되었다. 해발 2 5 m에 위치한 성지가 있는 곳은 태화강과 동천(東川)이 만

나 삼각지를 형성하는 곳으로서, 발굴되기 얼마 전까지도 바로 그 밑까지 남해의 해

수가 도달했다.1 5 ) 이상에서 보았듯이 박윤웅은 신학성을 활동 근거지로 삼아 전란기

의 상황에 대처하였음을알 수 있다.

한편 박윤웅이 실력 있는 호족세력가로 힘을 떨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서는

달천광산을 빼놓을 수 없다.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은 예로부터 철산지로 이

름높다. 달천 철광은 철의 함유량이 무려 60% 이상에달하는 남한 최대의 노천광산

으로, 그 주변에 널려있는 풍부한 산림을 연료자원으로삼아 삼한시기부터개발되었

다. 달천 광산 주변에 있으면서 땔감이 풍부한 용광로 단지로서는 운문산, 치술령,

역

사

3 8 8

13) 심봉근, 1986, 『울산왜성·병영성지』, 동아대학교박물관, 22∼2 3쪽.

14) 『고려사』권3, 세가, 성종1 6년 9월.

15) 심봉근, 1992, 「울산반구동 토성지」, 『고고역사학지』8 .



토함산 지역이 꼽힌다. 1973년 현재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은 무려 1 0 0만톤에 이르

며, 1970년대 말 현재 이 일대에서 8 2개의 용광로지가 발견되었다. ‘달내쇠굿’을

중심으로 한 이 인근 일대는 과거에 용광로가 있었던 흔적을 보여주는‘점(골)마을’

과 같은유형의 마을 명칭이 여럿 존재한다.1 6 )

조선초기의 기록에 의하면, 경상도에서 1년간 공물로 바쳐야 되는 철의 양은 정철

(正鐵)이 4만4 , 3 7 9근, 생철(生鐵)이1만 2 , 5 0 0근이었다. 경상도에서바치는 생철 전

량이모두달천광산에서생산되었다.1 7 ) 이는달천광산이삼한시기이래조선초기까지

줄곧풍부한 매장량을 지닌철광으로서중요한 기능을 발휘하였음을말해준다. 이사

실을염두에두면, 고려전기이 일대에는 적어도 한 곳 이상의 철소(鐵所)가존재했음

을 쉽게추측할수 있다. 이철소는1 2세기이후철장(鐵場)으로변화하였다.1 8 )

나말려초에 있어서 이런 우수한 철광의 장악 여부는 빈번한 전투로 말미암아 사회

적 수요가 급증한 철제 무기의 소유량을 좌우함으로써 군사력의 우열에 결정적 영향

을 끼칠 수 있는 요소였다. 따라서 박윤웅의 군사적 성장은 달천광산의 장악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박윤웅은 달천광산에서생산되는 철을 제련하여

철제무기는물론다른생산도구도제작하는수공업장을경영, 지배하였을것이다.1 9 )

이어서 박윤웅의 경제적 기반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박윤웅의경제적 기반은

농업생산이 행해지는 토지 뿐 아니라 해안지대의 특수성이 반영된 기반이 중요한 몫

을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중요한 것은 울산의 무역 이윤이다.

당시 울산항은 신라의 수도 경주의 외항으로서 활발한 국내외 무역의 중심지로 기

능하고 있었다.2 0 ) 울산이 국내외 무역을 주도하는 항구로서의 비중이 컸으므로, 여

기서 축적되는 경제력은 무시될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울산항의 장악 여부는 박

윤웅에게는 독자적 세력 확보에 가장 중요한 관건적 요소의 하나로 인식되었을 것이

다. 바로 이 때문에 박윤웅은 울산항의 중심부에 위치한 신학성과 반구동에 있는 토

성을 세력 근거지로 삼았던 것이다. 이 사실을 중시한다면, 박윤웅은해상세력의 일

원으로도 볼 수 있다. 신학성이 동진현에 속한 울산항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동시

에 달천광산과도 인접한 지점에 위치한 것은 이상과 같은 두 측면을 모두 고려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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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경현, 1973, 진한의 철산과 신라의강성⌟, 『대구사학』7·8, 92∼9 5쪽 ; 권병탁, 1977, ⌜한국의 용광·용선 수공

업⌟, 『한국경제사특수연구』, 24∼25 및3 4∼3 8쪽.

17) 『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

18) 서명희, 1990, ⌜고려시대‘철소’에 대한 연구⌟, 『한국사연구』69, 23∼2 7쪽.

19) 이 시기 호족들이 수공업장을 경영한 사실을 지적한 기존의 연구를 참조하면(홍희유, 1979, ⌜소수공업⌟, 『조선중세

수공업사연구』), 박윤웅도달천광산을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

20) 이용범, 1969, ⌜처용설화의일고찰⌟, 『진단학보』32, 23∼2 5쪽.



때문이었다.

박윤웅은 호족장으로서 위세를 확립한 후, 그 인근 일대에 수공업, 농·어업 생산

조건을 구비한 신학성과 반구성을 근거지로 삼아 울산항의 무역을 장악하기 위한 군

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중소호족을 통제하는 정치조직인 관반체제를 운영함으

로써 후삼국기의 상황에 대처하였다.2 1 ) 당시의 전란 상황은 힘이 약한 농민들은 최

소한의 신변 안전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열악한 처지였고, 원래의 생활 근거지를 떠

나 유망하거나 초적(草賊)으로 변신한 무리들이 여기저기를 횡행하였다. 따라서 호

족집단이 중심이 되는 영역공동체는 자위조직으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는여러 유형의 민(民)들이함께 모여들어 살았다.

4) 박윤웅의귀부와 고려의 대우

이후 박윤웅은 고려로 귀부하였는데, 그 과정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는 태조 1 3년(930) 정월,2 2 ) 2차는 2월,2 3 ) 그리고 3차는 9월에2 4 ) 각각 이루어졌다.

후삼국이 정립된 시점 이후부터는 호족장들은 후백제와 고려 사이에 어느 한 쪽을

선택하여 귀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며, 그것은 자신이 구축해

온 세력을 유지하는 거의 유일한 방안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왕건과 호

족장들의 정치 협상에 따라 매우 신중하게 추진될 수밖에 없었고, 그결과 몇 단계의

실무적 교섭이 필요하였다.

예컨대 박윤웅보다 앞선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오늘날의 강릉인 명주(溟州)

의 호족장인 왕순식(王順式)의 경우 태조 5년(922) 7월부터 1 0년(927) 8월을 거쳐

1 1년(928) 정월에 이르는, 당시의 전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꽤 긴 기간에 걸쳐 귀

관(歸款)→숙위(宿衛)→솔중입조(率衆入朝)라는귀부 의례의 단계적 과정을 밟아 태

조에게 귀부하였다.2 5 ) 여기서 귀관이란 귀부의 상징으로 인신(印信)을 보내는 것이

다. 또 숙위란 귀부할 조정에 숙위를 서는 것이며, 솔중입조란휘하의 무리를 이끌고

직접 조정에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박윤웅의귀부가 세 차례에 걸쳐 행해진 것도 왕

순식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일반적으로 귀부한 호족장들에게고려는 귀부에 대한 반대급부로호족장들이지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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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관반체제에 대해서는 주 3) 참조.

22) 『고려사』권1, 세가, 태조1 3년 정월.

23) 『고려사』권 1, 세가, 태조1 3년 2월.

24) 『고려사』권1, 세가, 태조1 3년 9월.

25) 『고려사절요』권1, 태조 5년 7월, 10년 8월, 11년정월.



하던 세력권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위의 지방제도를 설치하였다.2 6 ) 아울러 호족장

들을공신에책봉하였고,2 7 ) 원윤(元尹) 이상의고위관계(官階)를수여하고경제적배

려로서 녹읍(祿邑)을 지급하였다.2 8 ) 호족장 예하의 중소호족에 대해서는 그들의 위

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계를 내려주거나, 향촌사회의자치기구를 구성하여 그 내부

에 마련된향촌지배층의직임을 통해활동하는 것을공식적으로보장해 주었다.2 9 )

박윤웅도 공신으로 책봉되었는데, 태조대에 공신으로 책봉된 사람은 모두 3천

2 0 0명이었다.3 0 ) 태조대에 책봉된 공신은 개국공신(開國功臣)과삼한공신(三韓功臣)

의 두 범주로 나눠진다. 전자는 약 2천명, 후자는약 1천 2 0 0명으로 추산되며, 전자

가 후자보다 등급이 높은 것이다.3 1 ) 박윤웅은 좌명공신(佐命功臣)으로 기록되거

나,3 2 ) 다른 2차 자료에서는 익찬공신(翊贊功臣) 28명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고 있

다.3 3 ) 특히 후자의 자료는 박윤웅을 마치 개국공신인 것처럼 표현하였으나, 이는 신

빙성이 약하므로 박윤웅은 삼한공신의한 사람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박윤웅은 귀부와 동시에 고려국가로

부터 받은 경제적 대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서는 조선후기에 편찬된 2차 자료에서 그 내

용의 일부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박

윤웅은 태조가 남정(南征)할 때에 공을 세워

공신에 봉해지고 농소(農所)의 채지(采地)와

유포(柳浦)의 곽암(藿巖)을 받았다고 하였

다.3 4 ) 울산박씨 문중에서 편찬한 두 족보에

의하면 이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다.3 5 ) 1 7 8 1

년에 간행된 족보에서, 곽암은 미역을 따는

바위이며, 고려때에 사패(賜牌)를받아 그 당시까지 종손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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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김갑동, 1986, 「고려초의‘주’에 대한 고찰」, 『고려사의제문제』.

27) 김광수, 1973, 「고려태조의삼한공신」, 『사학지』7 ; 김갑동, 1990, 「고려초기의공신제」, 앞의 책.

28) 구산우, 1988,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의성립」, 『한국사론』20, 서울대국사학과, 92∼9 4쪽.

29) 구산우, 2000, 「고려초기 향촌지배층의사회적 동향」, 『부산사학』3 9 .

30) 『고려사』권7, 세가, 문종8년 1 2월 경인.

31) 김갑동, 앞의책, 217∼2 1 8쪽.

32) 『경상도지리지』울산군.

33) 1924, 『울산박씨족보』권1 .

34) 『연조귀감』권2, 관감록.

35) 여기서제시된두 종류의울산박씨족보는1 9 9 2년 당시 울산대 사학과(현 숙명여대 한국사학과)에재직하고 있던 박

종진 교수의 호의로입수한 것이다. 필자의 검토에 의하면, 이 두 종류의 족보는 사료 비판을 거쳐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지니고 있음을확인할수 있었다(구산우, 앞의글, 1992).

박윤웅곽암. 수면아래에있다.



다.3 6 ) 이어서 1 9 2 4년에 간행된 족보에는 미역을 따는 곽암은 열두 바위였다고 기록

하였다.

박윤웅의 채지가 있었던 농소는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농소동, 유포는 북구 구류

동(舊柳洞) 앞 포구이다. 1992년 현재 구류동은 판지(板只) 복성(卜星) 저전(楮田)의

세 부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판지부락 앞 해안가에서 200m 떨어진해중에 윤

웅(允雄)바위, 미역바위 등으로 불리는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바로 박윤웅이 받은

열두 바위 중의 하나이다.3 7 )

박윤웅이 받은 농소의‘채지’와 유포의‘곽암’은 당시 귀부한 호족들에게 경제적

배려로 널리 주어진 녹읍(祿邑)이라고 생각된다. 귀부한 호족들에게 주어진 경제적

대우는 녹읍과 함께 식읍(食邑)이있는데, ‘채지’의 어의가 식읍을 뜻하므로, 박윤웅

이 받은 것은 식읍으로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러나이 사실을 전하는 자료가 모두 2차

자료이므로 그 표현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식읍이었다면관례상‘식

실봉(食實封) 호(戶)’로 표현되어야 하는데, 이들 기록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

다. 따라서박윤웅이 받은 것은 녹읍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시 귀부한 호족에게 주어진 녹읍은 토지의 형태였으나, 박윤웅에게

는 토지와 더불어 미역을 채취할 수 있는 해역(海域)이 주어졌다. 이는 당시 녹읍의

성격과 관련하여주목된다.3 8 ) 특히 주목되는 것은 토지와 더불어 해안지대에서해산

물 채취지가 녹읍의 한 유형으로 분급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통해 유추하면 해안

지대에서는 해산물채취지뿐 아니라 어장도 녹읍으로 주어지고, 지역에따라서는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형태의 녹읍이 지급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중기의자료에의하면, 당시식생활에있어서육류(肉類)는귀족계층이상의한

정된사람들만이먹을수 있었음에비하여, 해산물은상하귀천의구분없이모든사람

들이 즐겨 먹는다고 하였다.3 9 ) 한편 섬 주민들에 대한 국가 기관의 공물 부과가 일반

군현민에 비해훨씬과중하였음을말해주는 기록이 있다.4 0 )이러한사실들은 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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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781, 『울산박씨족보』.

37) 김석보, 1979, 『울산유사』, 256∼2 5 7쪽 ; 이유수, 1986, 『울산지명사』, 울산문화원, 987∼9 8 9쪽 ; 1995, ⌜나말려

초의 호족통치⌟, 『향토사보』6 ; 1996, 『울산향토사연구논총』,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

38) 신라말 고려초의 녹읍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하였다. 강진철, 1969, 「신라의 녹읍에 대하여」, 『이홍직 박사

회갑기념 한국사학논총』; 1989, 『한국중세토지소유연구』, 일조각 ; 1987, 「신라의 녹읍에 대한 약간의 문제점」,

『불교와 제과학』; 앞의 책 ; 홍승기, 1977, ⌜고려초기의 녹읍과 훈전⌟, 『사총』2 1·22 ; 이희관, 1990, 「신라의 녹

읍」, 『한국상고사학보』3 ; 전덕재, 1992, 「신라 녹읍제의 성격과 변동에 관한 연구」, 『역사연구』1 ; 2000, 「신라

시대 녹읍의 성격」, 『한국고대사논총』10 ; 조이옥, 1993, 「통일신라 경덕왕대 전제왕권과 녹읍에 대한 재해석」,

『동양고전연구』1 .

39) 『선화봉사고려도경』권23, 잡속 2, 어(漁) .

40) 『고려사』권93, 열전, 최승로.



산물의사회적수요가그만큼크고, 따라서어장과양식장의경제적가치가매우높다

는 것을말해준다. 그러므로박윤웅의경우처럼해안지대에서는해산물채취지와어장

에 대한지배권을녹읍의한 유형으로지급했을가능성이매우높은것이다.

2. 고려전기지방제도의 전개와 울산

1) 고려전기지방제도의 전개

박윤웅이 고려로 귀부하자 고려는 박윤웅의 활동 지역인 울산 일대를 하나의 동일

한 지방행정 구역으로 편제하였다. 이후울산지역은 동일한 지방행정 권역으로 결속

되면서 고려전기에 전개된 지방제도의 전반적 변화 양상과 동일한 변모를 겪게 되었

다. 아울러그 예하의 소속 군현도 변화하게 되었다. 여기서는태조대를 거쳐고려전

기 지방제도의 기초가 조성되는 성종대까지의지방제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이

와 관련하여 울산지역의 변동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가. 태조대의지방제도

고려 태조대는 후삼국전쟁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왕조의 기틀을 갖추어나가는 시

기였다. 지방제도는국가가 향촌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장치이므로,

어느 국가든 건국 초기부터 이에 관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건국기 고려의

실정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욱이 신라말 향촌사회에서는 격심한 사회 변동

이 일어났으므로, 그 변동 양상을 수습하여 체제 내부로 수용하기 위해서도 고려 국

가는 건국 초기인 태조대부터 지방제도 개편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태

조대부터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진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태조대의 지방제도 개편은 군현(郡縣)의신설, 군현의 승격(陞格)과강격(降格), 주

속(主屬)관계의 형성, 군현의 개명(改名)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4 1 )

통일신라기에는존재하지 않았으나 고려 태조대에 새로 설치된 군현은 1 3곳이 다.

한편 새로이 축성(築城)된 곳이 두 곳이 있으므로, 이를 합하면 모두 1 5곳이 된다.

신설된 군현을 보면, 대도호부(大都護府)가 1곳, 도독부(都督府)가 1곳, 주(州)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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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려 태조대지방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구산우, 1998, 「고려 태조대의 지방제도 개편 양상」, 『부대사학』2 2를 중심

으로 서술하였다. 이하의서술에서 군현의 변동에 대한 사료상의 근거는 모두『고려사』권5 6·5 7·58, 지리지 1·

2· 3에 수록된 당해 군현조의 기록에 의존하며, 서술의편의상 각각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곳, 군이 1곳, 진(鎭)이 6곳이었다. 신설된 군현에는 당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 포함되었다. 고려의 수도였던 개주(開州)와 서경(西京)의 전신이었던 평양대

도호부(平壤大都護府)와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한편군현의위상이승격된곳은4 9곳이있다. 군에서주로승격된것4 2 )이 2 9곳, 현

→주가 7곳, 도호부→주가1곳, 현→군이4곳, 주→대도독부가1곳, 주→경이1곳, 군

→부가4곳, 부곡→현이1곳이다. 승격은군→주의승격이가장많았음을알 수 있다. 

읍격의 승격이 이루어진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4 9사례 가운데 태조 즉위

년∼2 3년까지 그 구체적 연도가 명시된 곳이 1 1곳, ‘고려초(高麗初)’가 3 2곳, ‘고려

(高麗)’가 3곳, ‘태조(太祖)’가 3곳을 차지한다. 한편 원래 고구려 영토였다가 이때

에 이르러 새로 개편된 지역은 주가 3곳, 현이 6곳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군현을 신

설한 곳이거나읍격이 승격한 지역으로추정된다.

한편 이 시기에 읍격이 강격된 곳은 모두 2 6곳이다. 이는 군→현이 2 0곳, 경→부

주가 5곳, 주→도호부가 1곳이었다. 강격된 시기를 보면, 태조 2 3년이 5곳, ‘고려

초’가 1 0곳, ‘고려’가 1 0곳, ‘태조’가 1곳이었다. 강격된군현 가운데는 군→현의 경

우가 전체 가운데 2 0 / 2 6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태조대에 내속(來屬)의 절차를 밟아 새로운 주속관계가 발생한 군현은 모두 8 2곳

에 이른다. 태조대에 새로운 내속 관계가 생긴 군현은 단순 내속한 곳, 내속과 함께

읍명이 개명된 곳, 내속과옛 읍명으로복귀한 경우의 셋으로 구분된다. 첫째유형은

3 7곳, 둘째유형은 4 3곳, 그리고셋째 유형이 2곳이었다.

이처럼 태조대에 군현의 내속관계가 형성된 곳은 8 2곳으로서, 이는 산술적으로

보면『고려사』지리지에기록된 군현 총수의 1 / 7에도 못 미치는 적은 규모이다. 하

지만 그 의미는 산술적 규모 이상의 것이다. 『고려사』지리지의주속 관계는 현종 9

년( 1 0 1 8 )을 기준 시점으로 삼아 기록했기 때문에43) 그 이전 시기에 형성된 군현의

주속관계에 대해서는 대부분 누락되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태조대

에 군현의 새로운 주속관계가 형성된 경우는 현존하는 기록보다 훨씬 많았을 가능성

이 높다.4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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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하의서술에서는 군에서주로 승격된 경우를군→주로 표시하기로 한다. 반면 주에서 군으로 강격된 것은 주→군

으로 표시할 것이다. 다른지방단위의경우도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43) 윤무병, 1962, 고려시대 주부군현의 영속관계와 계수관⌟, 『역사학보』1 7·18 ; 변태섭, 1968, 고려전기의 외관

제⌟, 『한국사연구』2 ; 1971,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 구산우, 1995, 『고려전기 향촌지배체제 연구』, 부산대

박사학위 논문.

44) 김일우, 1989, 「고려초기 군현의 주속관계 형성과 지방통치」, 『민족문화』12 ; 1998, 『고려 초기 국가의 지방지배

체계 연구』, 일지사.



태조대에는 통일신라 때에 정해진 주속관계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이어진 군현

이 2 9곳이 있었다. 그리고 읍명만 바뀐 군현은 8 0곳이 확인된다. 한편 읍격과 읍명

을 전혀바꾸지 않은 군현도 2 5곳이 기록되어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고려사』지리지에서 확인되는 태조대 군현 개편의 전반적 양

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신설된 군현이 1 5곳, 승격된 군현이 4 8곳, 원고구려 영

역으로서 개편된 곳이 9곳, 강격된군현이 2 6곳, 새로운주속관계가형성된 곳이 8 2

곳, 주속관계는 변하지 않았으나 읍명이 바뀐 곳이 1 7곳, 주속관계는 변하지 않았으

나 옛 읍명으로 바뀐 곳이 3곳, 그리고 읍명만 바뀐 곳이 8 0곳이었다. 이들을 합하

면 모두 2 8 0곳에 이르는데, 『고려사』지리지에 기록된 고려시기 군현수인 5 2 0개의

1 / 2을 조금 웃도는 비율이다.

나. 성종대의지방제도

고려전기에 있어서 태조대에 이어 국가에 의한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

지는 시기는 성종대이다.4 5 ) 성종대 이전에도 국가는 지방에 금유(今有) 조장(租藏)·

전운사(轉運使)·순관(巡官) 등과같은 외관을 파견하였다. 이들외관은 지방에 상주

하는 지방관이 아니었고, 지방에상주하는 지방관을 본격적으로 파견한 시기는 성종

대였다.

성종대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한 첫 시기는 성종 2년( 9 8 3 )이었다.4 6 ) 이때에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전국의 거점 지역인 1 2목(牧)이었다. 12목은양주(楊州), 광주

(廣州), 충주(忠州), 청주(淸州), 공주(公州), 해주(海州), 진주(晋州), 상주(尙州), 전

주(全州), 나주(羅州), 승주(昇州), 황주(黃州) 등이다. 12목의분포 지역을 보면, 강

원도 지방의 거점 지역이 빠져 있고, 몇몇의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신라시

기부터 지방의 거점 지역으로 운용되었던 이른바 9주(州) 5소경(小京)이다. 같은해

에 이밖에도 5개 지역에 방어사(防禦使), 1곳의대도호부와 부가 각각 설치되었고, 1

곳에 축성되었다.

이후에도 지방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후속조치가 뒤따랐다. 이를바탕으로 성

종 1 0·1 1년( 9 9 1·992) 무렵에 이르러 당시까지의 지방제도 정비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체계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루어졌다. 성종 1 0년에 지명의 별호(別號)가 제정되

었는데, 이때에 전국 5 6개 지역의 별호가 제정되었다. 지명 별호의 제정 작업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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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종대의 지방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구산우, 1993, 「고려 성종대의 향촌지배체제 강화와 그 정치 사회적 갈등」,

『한국문화연구』6, 부산대를바탕으로 서술하였다.

46) 『고려사』권3, 세가, 성종2년 2월.



후에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갔으며, 일부 특수행정구역도 그 대상에 포함 되

었다. 이듬해에 일반 군현 및 특수행정구역인 관(關)·역(驛)·강(江)·포(浦) 등의

명호가 개정된 사실에서이를 알 수 있다.4 7 )

성종 10, 11년에지방 단위의 별호와 명호를 개정한 후, 대대적지방제도 개편이 이

루어지는성종1 4년( 9 9 5 )에 이르는중간시기에도1 2목과주의기능을강화한사실이

확인된다. 대대적인지방제도의개편이 단행된 성종 1 4년의개편 내용은 개성부(開城

府), 3경제(京制), 10도제(道制), 주현제(州縣制), 절도사(節度使)체제로이루어졌다.

개성부는 태조 2년( 9 1 9 )에 만들어진 개주(開州)를 모태로 6개의 적현(赤縣)과 7개

의 기현(畿縣)을 합쳐 성립되었다. 성종 6년( 9 8 7 )에는 개주의 설치시에 정해진 5부

방리(部坊里)가 개편되었으며,4 8 ) 장관으로서 부윤(府尹)을 설치하였고,4 9 ) 해주와 양

주를 좌우의 2보(輔)로삼아 개성부를 보좌하게 했다.5 0 ) 성종 6년에 경주대도독부를

동경유수로, 14년( 9 9 5 )에는 동경유수사(留守使)로 칭하게 하고,5 1 ) 서도(西都)로 격

상된 서경을 서경유수로격하시켜5 2 ) 개경과 함께 3경제를 수립했다.

1 0도제와 주현제는 전국을 1 0도로 나누어 그 예하에 주현을 소속시킨 것이다. 관

련 기록에 의하면 1 0도의 주현수는 주가 1 2 8곳, 현이 4 4 9곳, 진이 7곳으로서, 합계

는 5 8 4개이다. 이는『고려사』지리지의 실제 읍수인 5 2 0개나 성종 1 4년까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읍수 4 6 8개보다는 훨씬 많으므로, 이를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5 3 )

반면 패서도(浿西道)를제외한 도는 모두 주의 수보다 현의 수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

여, 당시의주는 1개이상의 현으로구성된 것으로 보고, 읍의총수에서 주의 수는제

외해야하며, 패서도에만주의수를읍의수에넣어야한다는견해가제시되었다.5 4 )

신라통일기 이래로 패서도가 지닌 지역적 특수성과『고려사』지리지의사료적 가

치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최근의 연구경향을 볼 때, 이는 설득력 있는 견해라 여겨진

다. 이렇게 본다면, 성종 1 4년에 제정된 1 0도제하의 읍의 수는 패서도 이외의 지역

은 현이 4 4 5곳이고, 여기에 패서도의 2 5개의 주현진을 합한 총 4 7 0개이다. 이는

『고려사』지리지에서성종 1 4년까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읍의 수인 4 6 8개와 가

까운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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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고려사』권3, 세가, 성종1 1년 1 1월 계사.

48) 『고려사절요』권2, 성종 1 4년 7월 ; 『고려사』권56, 지리지 1, 왕경개성부.

49) 『고려사』권76, 백관지 1, 개성부.

50) 『고려사』권58, 지리지3, 안서대도호부해주.

51) 『고려사』권57, 지리지2, 동경유수관경주.

52) 『고려사』권58, 지리지3, 서경유수관평양부.

53) 하현강, 1977, 「십도제의 실시와 그 소멸」, 『고려지방제도의연구』; 1988,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213∼2 1 7쪽.

54) 浜中昇, 1977, ⌜十世紀末における高麗州縣制の施行⌟, 『조선학보』84, 27∼3 3쪽.



절도사체제는 1 2목에 군사 기능을 띤 절도사의 임무를 부과하여 수립한 것이다.

이를 통해 1 2목의 명칭이 독립 군단의 주둔지임을 나타내는‘○○군절도사(軍節度

使)’로 바뀌고, 다른 지역에도 군사 기능이 중시되는 지방관을 두어 절도사체제의

하부 구조를 이루었다. 당시 군정적 성격을 띤 지방관은 1 2절도사와 2유수(서경 동

경) 이외에도4도호부사, 7도단련사(都團練使), 11단련사, 15방어사, 15자사(刺史)를

합한 6 6지역이었다.5 5 )

그리고 성종대에는 지방관의 권한을 명시하고 그를 통해 지방세력을 제어하려는

정책도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활동한 김심언(金審言)이 중국의『설원(說苑)』과 한

(漢)의 자사(刺史) 6조정(條政)을본받아 지방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고려에 도입할 것을 건의하였다. 자사 6조정의 내용은 ①백성의 어려움과 실직자를

살필 것 ②묵수장리(墨綬長吏) 이상의 관직자를 규찰할 것 ③백성에게 해악을 끼치

는 도적과 간활한 자를 규찰할 것 ④전범율(田犯律)과 사시금(四時禁)을 규찰할 것

⑤효제염결(孝悌廉潔)을 닦고 정무재이(正茂才異)한 자를 살필 것 ⑥전곡을 장부에

기입하지 않고 흐트린 장리를 규찰할 것 등이다.5 6 ) 이는 고려에서 최초로 규정된 수

령의 임무였고, 김심언의건의는 전폭적으로 수용되었다.

성종대에 개편된 지방제도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성종대에 개편된

지방제도의 핵심은 도－주－현의 수직적 명령계통의 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각급 지방단위의 수직적 운영형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조성되지 않았고, 여기에 저항하는 향촌지배층을 제어할 수

있는 국가의 통제력에도 한계가 있었다.5 7 )

우선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절대소수의 지역이었으므로 수직적 명령계통에 입각

한 지방제도 운영형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웠다. 그리고 도－주의 상하관계에서도

도의 장관이 1 2목의 장관보다 품계가 낮아 실질적 지휘가 어려웠고, 주의경우도 1 2

목으로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사이에는 관격(官格)과 읍세(邑勢)에 있어서 감

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상의 차이가 컸다. 더구나 예하의 현을 통할해야 하는 주

에조차도 다수 지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것은 그 운영형태의 단명을 결정적으

로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한편 형식적으로는 당시 전운사와 각급 지방관에게 백성의 고소를 듣고 처리하는

권능이 주어졌으나, 향리를 비롯한 향촌지배층의 개입과 농간으로 실질적으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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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김갑동, 앞의책, 168쪽.

56) 『고려사』권93, 열전, 김심언.

57) 구산우, 1993, 앞의글.



권능이 발휘되지못하였다.5 8 )

2) 고려전기울산의 지방제도 편제와 영역 구성

가. 울산의지방제도 편제

태조대에서성종대까지의울산지역의상황에 대해서살펴보기로한다. 『고려사』지

리지에 의하면, 태조대 울주(蔚州)의 연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상반된 두 견해를 기록

하고 있다.5 9 ) 하나는 본문의 기록으로서, 이에 의하면 울주는 본래 신라의 굴아화현

(屈阿火縣)이었는데, 경덕왕대에임관군(臨關郡)의영현이되면서하곡현(河曲縣)으로

바뀌었다고려초에울주로승격하였으며, 현종9년( 1 0 1 8 )에 방어사가파견됐다.

다른 하나는 세주의 기록으로서, 태조대에울산지역의 명칭은 울주가 아닌 흥례부

(興禮府)였고, 그 영역은 하곡현 뿐 아니라 동진현(東津縣)과 우풍현(虞風縣)을 포괄

하며, 이후공화현(恭化縣)으로개명되었다가, 다시울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견해는 박윤웅의 귀부와 관련시키고 있다. 그리고 성종대에 제정된

울산지역의 별호를 학성(鶴城)으로 기록하였다.6 0 ) 이때의 학성은 박윤웅의 활동 근

거지였던 신학성에서 유래됐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학성이라는 별호는 성종 1 0

년( 9 9 1 )에 전국에서 제정된 5 6개 별호 가운데 하나이다.

한편 조선전기에 편찬된 다른 지리지 기록에 의하면, 『고려사』지리지처럼 두 설을

모두 소개하거나 아니면 후자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경상도

지리지』에 의하면, 박윤웅이귀부한 결과 생긴 지방제도 명칭이 흥례부가 아닌 흥려

부(興麗府)로 파악하고, 흥려부의 영역을 하곡현, 동진현, 우풍현과 함께 동안현(洞

安縣)과 임관군까지 포괄하였다 한다. 흥려부는 성종 1 0년에 공화현으로 이름이 바

뀌면서 강격되었고, 같은 해에 또 다시 흥려부로 되돌렸으며, 그 뒤에 또 다시 울주

로 바뀌는 것으로 기록하였다.6 1 ) 이 같은 후자의 견해를 따르는 기록은『신증동국여

지승람』,6 2 )『울산읍지』,6 3 )『대동지지』,6 4 )『여도비지』6 5 )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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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고려사』권 84, 형법지 1, 직제, 성종7년.

59) 『고려사』권 57, 지리지2, 울주.

60) 『고려사』권 57, 지리지2, 울주.

61) 『경상도지리지』울산군.

62)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경상도울산군 건치연혁.

63) 1982, 『읍지』1, 울산군건치연혁, 아세아문화사.

64) 『대동지지』권7, 경상도울산 연혁.

65) 『여도비지』권 7, 울산도호부건치.



위에서 보았듯이 고려초 울산지역의 명칭은 흥례부와 흥려부의 두 가지가 모두 사

용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두 명칭은 음상사일 가능성이크고, 흥려부의뜻은 고려

를 흥하게 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라는 점에서 박윤웅의 활동을 부각시키려

는 의도가 깃들여 있다. 그러나『고려사』나『고려사절요』와 같은 기본 사서에는 모

두 흥례부라는 명칭이 사용되었고,6 6 ) 울주로 개칭된 이후에도흥례부라는 명칭은 여

전히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박윤웅이 귀부한 태조대에는 울산지역의 정확한 명칭은

흥례부라고 생각된다.

한편『경상도지리지』에서 흥례부의 영역이 5개 군현을 포괄한다고 기록하였다.6 7 )

『경상도지리지』에 나타나는 동안현은, 『삼국사기』지리지에는 동안군(東安郡)으로

나타난다. 그런데『삼국사기』지리지를 살펴보면, 동안군과임관군은 고려시기에 모

두 울주가 아닌 경주에 합속(合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6 8 ) 그리고『경상도지리지』

를 제외한 다른 모든 기록에서는 당시 흥례부의 영역이 신라의 하곡현, 우풍현, 동진

현의 셋으로 구성된 것으로 기록한 사실로 보아『경상도지리지』의 기록은 오류로 보

인다. 따라서 흥례부의 영역은 하곡현, 우풍현, 동진현의셋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태조대 이래로 성종대까지의 울산지역의 지방제

도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 태조대에 박윤웅의 귀부를 계기로 울산지역

은 신라시기에 본래 이 일대의 지방행정 중심지였던 하곡현뿐 아니라 우풍현, 동진

현의 세 군현을 묶어 흥례부로 승격시켜 단일 행정권역으로 편제하였다. 그리고 뒤

에 공화현으로 낮추었다가, 또 다시 흥례부로 승격되는 과정을 거쳐 울주가 되었다.

공화현으로 낮추어졌다가 다시 흥례부로 승격하는 시기를『경상도지리지』에서만 성

종 1 0년으로 밝히고 있으나, 다른 기록에서는 한결같이 이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

로, 이를절대적으로 신빙하기는 어렵다.

울주라는 명칭으로 불린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도『고려사』지리지에서는‘고려초’

로 기록하였는데, 학계의연구성과에 따르면 고려초는 태조대를 가리킬 가능성이 크

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태조대에 울산지역의 명칭은 울주와 흥례부의 두 가지가

모두 사용된 셈이 된다. 그러나 관련 기록을 유추하면, 두 가지 명칭이 함께 사용되

었다기보다는 박윤웅이 귀부한 태조대에는 흥례부가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었고, 그

후에 울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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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고려사』권57, 지리지2, 울주 ; 『고려사절요』권2, 성종 1 6년 9월.

67) 『경상도지리지』울산군.

68) 『삼국사기』권34, 지리지 1, 동안군·임관군.



예를 들면 성종대에도 흥례부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성종 1 6년

(997) 8월에 성종이 동경에 행차했다가6 9 ) 다음 달에 울산에 와서 대화루에서 신하

들에게 연회를 베푼 후 갑자기 병이 들어 동경으로 옮긴 후에7 0 ) 다시 개경으로 돌아

가 사망하게 된다.7 1 ) 성종이 동경을 거쳐 울산지역으로 와서 이곳의 절경 대화루에

서 연회를 베푼 것은 당시의 실정에서매우드문 사건이다. 이는다른 기록에서도 이

사실이 특기된 점에서7 2 ) 유추할 수 있다. 당시 성종이 울산에 들렀을 때, 관련 기록

에서는 한결같이 울산의 지명을 흥례부로 표기하고 있다. 따라서성종대까지 흥례부

가 울산의 공식 명칭이었을 가능성이매우 높다고 보아진다.

나. 울산의영역 구성

그러면 태조대 이래로 일정 시기까지 울산지역의 지방행정 단위였던 흥례부의 영

역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한다.

흥례부는신라시기에 설치된 하곡현, 우풍현, 동진현의세 현을포괄하는 영역으로

성립되었고, 그내부에는특수행정구역이존재하였다. 신라시기에하곡현의옛 명칭

은 굴아화현(屈阿火縣)이었다. 굴아화현은조선초기울산군의서쪽1 5리에있는굴화

역·굴화원부근이었다. 굴화라는지명은현재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로남아있다.

우풍현의 위치는 우불산(于弗山) 아래에 있었다. 『동여도(東輿圖)』에 의하면 우불

산의 서남쪽에웅촌면(熊村面)이있다 하였는데, 이는『울산읍지』에서 우풍현의 위치

를 당시의 웅촌면이라고 기록한 것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우풍현은 울주군 웅촌면

일대에 있었음을알 수 있다.

동진현은『대동지지』에 의하면 울산군의 동북쪽 3 0리에 있다. 동진현의 위치에 대

해서『대동여지도』에서는 울산의 동북쪽, 감포의 서남쪽에 있었던 것으로, 『동여도』

에서는 울산의 동북쪽, 감포의서북쪽에 있는 것으로 표시하였다. 이를통해 보면 동

진현은 감포 방면에 있었음을알 수 있다.

흥례부 내부에는 몇몇의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먼저 부곡(部曲)으로는 갑화(甲

火)·범서(凡西)부곡이있었다. 현재 갑화부곡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이 곳의

부곡성(部曲姓)은 박·김씨가 있었다.7 3 ) 울주 소속의 부곡인으로서 원종대에 그 선

대에서 축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반의 고위직인 상장군(上將軍)이 된 인물로 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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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고려사절요』권2, 성종 1 6년 8월 을미.

70) 『고려사절요』권2, 성종 1 6년 9월.

71) 『고려사절요』권2, 성종 1 6년 1 0월.

72) 『보한집』권상 ;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누정 대화루.

73) 『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



구(朴球)가있었다.7 4 ) 그는 성씨로 미루어 보아 갑화부곡 출신으로 보인다.

범서부곡은 울산읍성으로부터 서쪽 2 5리에 있었다고 하였다.7 5 ) 명칭으로 유추하

건대 범서부곡의 위치는 울주군 범서읍 일대에 있었으며, 신라시기하곡현의 영역이

었던 것으로 보인다. 흥례부의 성립과 함께 하곡현의 읍치가 있었던 굴화리 일대는

흥례부의 임내로 편입된 반면, 범서읍일대는 부곡으로 편제되었음을알 수 있다.

한편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일대에는 철소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

해서는 이미 서술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그리고 울산읍성의 남쪽에 염소(鹽

所)가 3곳이 있었다.7 6 ) 1 9 9 2년 당시에도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三山洞)에 염전이

있었으며, 울산광역시 동구에 염포동·염포산·염포교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시기의 염소는 아마 이 일대였을 것이다. 또한 울산읍성의 북쪽 제여답리(齊餘

畓里)에 도기소(陶器所)와 자기소(磁器所)가 각각 1곳씩 있었다.7 7 ) 끝으로 관찬 기록

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해안가에는곽소(藿所)가있었을 것이다. 박윤웅이채지로 받

은 곽암은 고려시기에 곽소로 편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말중앙정계에서는왕위계승을둘러싼 진골귀족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

쟁이 되풀이되는 가운데, 지방에서는새로운 사회세력으로서 호족이 대두하였다. 호

족은 일정한 영역에서 군사적 기반과 시설을 갖고 배타적인 정치 지배력을 행사하는

세력집단이었다. 고려가건국되는시점에 이르면, 각공동체적 영역의수장인호족장

들은 후백제와 고려라는 새로운 권력과 어떤 형태로든 관계를 맺지 않을 수 가 없었

다. 따라서이들은귀부의절차를밟아새로운권력과공식적연결관계를맺었다. 

나말려초 울산지역에서는 대표적 호족으로 박윤웅이 등장하였다. 박윤웅은 울산

지역에서 대두한 호족 집단 가운데 가장 중심적 인물로서 호족장의 위치에 있는 인

물이었다. 박윤웅이 생장한 시기는 신라 헌강왕대이고, 주로 활동한 시기는 신라말

이었다. 그의가문은 박윤웅의 부조대인 신라하대 중기부터 호족으로서 두각을 나타

냈을 가능성이 높다.

박윤웅이 호족장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두 가지이다. 먼저 군사적 기반으

로서, 신학성의 경영과 무기 제조의 원료의 확보 문제와 관련한 달천광산을 생각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울산항이 지닌 대외 무역항으로서의 기능과 관련하여 무역 이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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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고려사』권104, 김방경부 박구전.

75)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고적.

76) 『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

77) 『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



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후 박윤웅은 고려로 귀부하였다. 일반적으로 귀부한 호족장들에게 고려는 귀부

에 대한 반대급부로 호족장들이 지배하던 세력권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단위의 지방

제도를 설치하였다. 아울러 호족장들을 공신에 책봉하였고, 원윤 이상의 고위 관계

를 수여하고 경제적 배려로서 녹읍을 지급하였다. 호족장예하의 중소호족에 대해서

는 그들의 위상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계를 내려주거나, 향촌사회의자치기구를 구성

하여, 그 내부에 마련된 향촌지배층의 직임을 통해 활동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보장

해주었다.

박윤웅은 귀부와 함께 삼한공신으로 책봉되었다. 아울러 고려국가로부터 받은 경

제적 대우가 있었다. 농소의‘채지’와 유포의‘곽암’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당시

귀부한 호족에게 주어진 녹읍은 토지의 형태였으나, 박윤웅에게는토지와 더불어 일

정한 해역이 주어졌다. 이는당시 녹읍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태조대의 지방제도 개편은 군현의 신설, 군현의승격과 강격, 주속관계의형성, 군

현의 개명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들을합하면 모두 2 8 0곳에 이르는데, 『고

려사』지리지에 기록된 고려시기 군현수인5 2 0개의 1 / 2을 조금 웃도는 비율이다.

고려전기에 있어서 태조대에 이어 국가에 의한 대대적인 지방제도 개편이 이루어

지는 시기는 성종대이다. 성종대에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한 첫 시기는 성종 2년이

었다. 이어 성종 1 0년에 전국 5 6개 지역의 별호가 제정되었고, 성종 1 4년에 대대적

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단행되었는데, 개성부, 3경제, 10도제, 주현제, 절도사체제로

개편됐다.

태조대 이래로 성종대까지의울산지역의 지방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고려 태조

대에 박윤웅의 귀부를 계기로 울산지역은 신라시기에 본래 이 일대의 지방행정 중심

지였던 하곡현뿐 아니라 우풍현·동진현의 세 군현을 묶어 흥례부로 승격시켜 단일

행정권역으로편제하였다. 뒤에공화현으로 낮추었다가, 다시흥례부로 승격되는 과

정을 거쳐 울주가 되었다.

흥례부는 신라시기에 설치된 하곡현·우풍현·동진현의세 현을 포괄하는 영역으

로 성립되었고 그 내부에는 특수행정구역이존재하였다. 신라시기에하곡현의 옛 명

칭은 굴아화현이었는데, 굴화라는지명은 울주군 범서면 굴화리로 남아있다. 우풍현

은 울주군 웅촌면 일대에 있었고, 동진현은감포 방면에 있었다.

흥례부 내부에는 몇몇의 특수행정구역이 있었다. 부곡으로는 갑화·범서부곡이

있었다. 한편 울산군 농소면 달천리 일대에는 철소가 있었고, 울산읍성의 남쪽에 염

소가 3곳이 있었다. 울산시 동구에 염포동·염포산·염포교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역

사

4 0 2



보아, 고려시기의염소는 아마 이 일대에 있었을 것이다. 또한울산읍성의 북쪽 제여

답리에 도기소와 자기소가 각각 1곳씩 있었다. 끝으로 관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

만, 박윤웅이채지로 받은곽암을 편제한 곽소가 있었을 것이다.

<구산우, 창원대학교사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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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고려중·후기의울산

고려 중 후기의 울산지역에 관하여는 그 실상을 알려주는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

한 편이다. 다만 고려중기의 지방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무인집권기 농민항쟁과 관

련하여, 그리고 고려 최말기 왜구의 침입과 관련한 사료가 몇 가지 산견될 뿐이다.

따라서 동시기의 울산지역의 모습을 알려주는 연구성과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고려시대사 일반의 연구성과를 종합하면서 이들 사료를 천착해 가면

소략하게나마고려 중·후기의 울산지역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고려중기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른 울산지역의 변화, 무인집권기울산 지역의 농민항

쟁, 그리고고려후기 왜구의 울산지역 침입과 그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고려중기 지방제도의 개편에 따른 울산지역의 변화에 대하여, 당시 명칭인

울주와 울주의 속현이었던 동래현·헌양현·기장현에 관한 기록을 통해 살피려 한

다. 이어 문종대의 변화는 당시에 제정된 외관의 녹봉［外官祿］을 중심으로, 예종대

의 변화에 대해서는 감무(監務)·현령(縣令)의파견을 통하여, 그리고 인종대에는 역

시 외관록을 중심으로검토하려한다.

다음, 무인집권기 농민항쟁과 울산지역과의 관계에 대하여 살피려 한다. 당시 경

상도 지역에서는 대규모의 조직적인 농민항쟁이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

었다. 그 중 울산과 언양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경주·운문(雲門)·초전(草田) 지역에

서 일어난 농민항쟁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큰 곳이다. 그 관련 여부를 추적해보는

것이 본고의 또 하나의 과제이다. 

고려말 왜구의 침입은 고려사회가 안고 있던 제반 사회적 모순을 한층 증폭시켜

국력을 크게 소모케 하는 외적 요인이었다. 특히 동남해 연안 지역 농어민의 피해와

이로 인한 국력 피폐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울산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상 왜

구의 침입 중심지역의 하나여서 그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매우 컸다. 이에따라

본고의 세 번째 과제로 왜구의 침입에 따른 울산지역의 동향을 살피려 한다. 

1. 고려중기의지방제도 개편과 울산

1) 고려중기지방제도의개편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성종대에 이어 목종대를 거쳐 현종대에 다시 대대적인 정

역

사

4 0 4



비작업이 진행되었다.1 ) 현종대의 지방제도는 국왕 즉위초부터 개편이 추진되었다.

즉 현종 3년(1012) 정월에 성종 1 4년(995) 이래 지속되어 오던 1 2절도사를 혁파하

고, 그 대신 5도호(都護)와 7 5도안무사(道安撫使)를 설치하였다.2 ) 여기서 문제가 되

는 것은 7 5도안무사이다. 이에대해서는7주안무사(州安撫使)의잘못이라고 보는 견

해와3 ) 7 5도안무사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4 )

지방제도는 현종 9년( 1 0 1 8 )에 다시 대폭적으로 개편되었다. 즉 이 해 2월에 제도

(諸道)의 안무사를 혁파하고 4도호 ·8목(牧)을 두었으며, 그 아래에 5 6지주군사(知

州郡事) ·2 8진장(鎭將)·2 0현령(縣令)을 두었다.5 ) 이와 같은 개편 결과 고려의 지

방제도는 4도호부·8목을중심으로, 그아래에 중앙에서 지방관을 상주시키는 5 6개

의 주군(州郡), 28개의진(鎭), 20개의현(縣)으로편성되었다. 

현종 9년에는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수령이 봉행할 6찰(察)을제정하였다. 그내용

은 다음과 같다.  1. 백성들의 질고(疾苦)를 살필［察］것 2. 흑수장리(黑綏長吏)의능

부(能否)를 살필 것 3. 도적과 간활한 자를 살필 것 4. 백성들의금령 위반을 살필 것

5. 백성들의 효제염결(孝悌廉潔)을 살필 것 6. 장리들의 전곡(錢穀) 손실을 살필 것

등이다.6 ) 모두가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는 수령의 위민정사와 향리규찰을 위한 것이

었으니, 곧외방에서 왕권을 대행하는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는규정이었던것이다.

현종 9년에 성립된 군현체제는 주현별로 속현들이 하나의 영역으로 편제되어 주

현이 조부(租賦)와 역역(力役)의 징발을 담당하였고, 속현은 이 주현을 통해 중앙정

부와 연결되는 체제였다. 당시에개편된 지방제도는 고려시대 지방제도의 기본 구조

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고려 지방제도의 연혁

을 기록하고 있는『고려사』지리지가 현종 9년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편찬되어 있다

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1 2세기에 들어, 사료상 상투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열 집 가운데 아홉

집이 비었다’라고 할 정도로 백성들의 유망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국가에서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감무를 비롯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7 ) 감무의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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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현강, 1988,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202∼2 0 5쪽 참조.

2) 『고려사절요』권3, 현종 3년 정월.

3) 하현강, 앞의책, 202쪽.

4) 이기백, 1968, 「고려지방제도의 정비와주현군의 성립」, 『고려병제사연구』; 최정환, 1996, 「고려지방제도의 정비와

도제」, 『경북사학』19. 

5) 『고려사절요』권3, 현종 9년 2월.

6) 『고려사』권75, 선거지3, 전주 선용수령.

7) 이에 대해서는 김동수, 1989, 『고려 중·후기의 감무 파견』, 『전남사학』3 및 윤경진, 2000, 『고려군현제의 구조와

운영』,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참조.



은 예종 원년( 1 1 0 6 )부터 인종·명종·공양왕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감무

의 이 지속적인 파견은 현종대에 기틀이 다져진 고려의 군현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중앙→주현→속현의 군현체제로 유지되던 고려사회에

새롭게 감무라는 지방관이 파견됨으로써 종래의 주현↔속현 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게되었던 것이다.

예종 원년( 1 1 0 6 )의 감무 파견은 서해도의 유주·안악·장연 등의 군현에서 유민이

발생하자 이를 안집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 정책이 효과를 거두게 되자 다시 주변

2 4개 현으로 확대하였다. 이 때에 파견된 감무는 서해도 7곳, 교주도 7곳, 양광도 5

곳, 경기 4곳, 전라도 4곳 등 모두 2 7곳이었다.8 ) 이어서 예종 3년(1108) 7월에다시

4 1곳에 감무를 대대적으로 파견하였다.9 ) 그러나 이 내용은『고려사』지리지에서확

인되지않고, 대신‘후에감무를설치하였다［後置監務］라고처리된연대미상의감무

파견 지역이 5 0개소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이‘후치감무’의 시기는 예종 3년으로

이해하는것이일반적이다.1 0 ) 이어동왕 4년( 1 1 0 9 )에도1곳에감무가파견되었다. 

인종 2 1년( 1 1 4 3 )에는 전국 2 1곳의 속현에 다시 감무와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이

때에는 감무뿐 아니라 기왕에 있었던 지방관인 현령이 파견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

다. 당시 감무가 파견된 지역이 8곳이고, 현령이파견된 지역이 1 3곳이었다. 같은시

기에 지역에 따라 현령과 감무를 달리 파견하는 것은 양자의 제도적 의미가 다르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의종대에도동 1 3년( 1 1 5 9 )에 지부사를 1곳, 동2 4년( 1 1 7 0 )에 현령

을 1곳에 파견하였다. 이어 명종대에도 대규모로 감무를 파견하였으니, 동 2년

( 1 1 7 2 )에만 5 2곳에 감무를 파견하였다. 이어 동 5년( 1 1 7 5 )에 1 0곳, 6년( 1 1 7 6 )에 5곳

에 감무를 파견하였다.1 1 )

명종대 이후부터 공민왕 때 대규모의 감무파견이 재개될 때까지의 기간은 감무와

현령·지신사등의 지방관이 극히 부분적으로 파견되었을 뿐이다. 그러나이 기간에

는 새로운 외관의 파견보다는 기존의 군현 승격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고종·원종대에는 감무와 현령·지주사가 6곳에 파견되었고, 충렬왕부터 충

정왕대까지 1 3곳, 공민왕부터공양왕대까지5 3곳에각각 파견되었다. 

예종대부터 시작된 고려중기의 감무·현령을 비롯한 지방관 파견은 원간섭기를

거쳐 고려왕조가 멸망하는 시기까지 지속되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국적으로 2 3 8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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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려사』권13, 세가, 예종 1. 원년 4월 경인.

9) 『고려사』권13, 세가, 예종1. 3년 7월.

10) 김동수, 앞의논문, 7∼9쪽.

11) 김동수, 위의글 : 윤경진, 앞의글.



개 지역에 달하였다.1 2 ) 이렇듯 지방관을 파견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왕권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에까지미쳐가고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지방제도개편과 울산지역의 변화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의 지방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현종때였다. 현종대

의 울산의 명칭은 울주(蔚州)였고, 동9년에 방어사가 파견되었다.1 3 ) 이 방어사 파견

은 울주가 주현으로 승격되었고, 왕권을대행하는 중앙 관원의 지배하에 들어갔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로써 태조대 이래 울산에서 지배자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던 박

윤웅(朴允雄) 일족은그 세력이 위축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1 4 )

『고려사』지리지‘울주’항목에는여기에 소속된 속현 2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

나는 동래현(東萊縣)이고다른 하나는 헌양현(�陽縣)이라 하였다. 동래현은 원래 신

라의 거칠산군(居柒山郡)으로경덕왕대에 동래군으로 고쳤고, 현종 9년에 울주에 소

속시켰다가 뒤에 현령을 파견하여 주현(主縣)으로 승격된 것으로 나타난다.1 5 ) 동래

현은 오늘날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일대이다. 동래현에는 4개의 부곡(部曲)과 1개의

향(鄕)이 소속되어 있었다. 4개의 부곡은 고지도(古知道)·조정(調井)·형변(兄邊)·

부산(富山)부곡이고, 향은생천향(生川鄕)이다.1 6 ) 이외에도 3개의 염소(鹽所)가 있었

으나 명칭은 전하지 않는다.1 7 )

헌양현은 원래 신라의 거지화현(居知火縣)이었다. 경덕왕대에 양주(良州)의 영현

(領縣)으로삼았고, 현종9년에 울주에 소속시켰다. 인종2 1년에 비로소 감무가 파견

되었으며, 뒤에 언양(彦陽)으로 개칭되었다.1 8 ) 헌양현은 오늘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일대이다. 

그런데『고려사』지리지‘울주’항목에는울주의 속현이 2곳만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기록에는 또 하나의 속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기장현(機張縣)이

다. 기장현은 원래 신라의 갑화량곡현(甲火良谷縣)이었다. 경덕왕대에 동래군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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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와같음.

13) 『고려사』권57, 지리지2, 울주.

14) 나말여초의울산호족 박윤웅에 대해서는 구산우, 1992, 「나말여초의울산지역과 박윤웅-곽소의 기원과 관련하여」,

『한국문화연구』5 참조.

15) 『고려사』권57, 지리지2, 동래현.

16) 『신증동국여지승람』권23, 동래현고적.

17) 『세종실록지리지』동래현.

18) 『고려사』권57, 지리지2, 헌양현및『세종실록지리지』언양현.



현이 되었다가 후에 양주(梁州)의 속현으로 이속되었고, 현종 9년에 다시 울주의 속

현으로 이속되었다가, 그 후에 감무가 파견되었다고 한다.1 9 ) 이 기장현은 오늘의 부

산광역시기장읍 일대이다.

현종대 이후 울산지방의 상황은 문종대와 인종대에 제정된 일부 지방관의 녹봉 일

람표를 통해 그 단면을 알 수 있다.2 0 ) 이 항목에는 울주와 그 속현이었던 동래현에

관한 기록도 있어 이 시기의 울주와 동래현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문종대의 외관록에는 3경(京), 8목(牧), 1대도호부(大都護府), 16주(州), 6부(府), 5

군(郡), 1진(鎭), 25현령(縣令)의녹봉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합하면 6 5개이

다. 이는 현종말년까지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인 3경, 4도호부, 8목, 60지부·주군

사, 32진장, 20현령을합한 1 2 7개 지역에 비하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 따라서 문

종대의 외관록은 그때까지 지방에 파견된 지방관의 수를 모두 망라한 것이 아니라

녹봉제의 이해에 필요한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 당시 파견된 지방관 중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가려서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문종대의 외관녹봉은 지서경유수사(知西京留守事)의 2 7 0석에서 개성법조(開城法

曹) 13석 5두에 이르기까지 모두 1 6과등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울주 방어사의

녹봉은 1 0 0석, 울주 방어부사의 녹봉은 4 0석, 울주 방어판관의 녹봉은 3 0석 5두였

다.21) 이를 통해 문종대에 울주에는 적어도 3명의 지방관과 속관이 파견되었음을알

수 있다.

감무를비롯한지방관이많이파견되는예종대에이르면, 현종9년이래로울주의속

현이었던기장현에도감무가 파견되어기장현은 속현의 지위에서벗어나 주현이 되었

다. 『고려사』지리지에는기장현의감무 파견에 대한 연대가 없고, 단지‘후에감무를

설치하였다’라 기록되어 있으나2 2 ) 이곳에 감무가 파견된 시점은 예종 3년( 1 1 0 8 )으로

추정된다. 인종 2 1년( 1 1 4 3 )에는 현종 9년 이래로 울주의 속현이었던 헌양현에도 감무

가 파견되어2 3 )헌양현도울주의속현이라는지위에서벗어나주현이되었다. 

인종대의외관록에 나타나는 지방제도의 구성은 3경, 2대도호부, 2소도호부, 8목,

4 9주, 6부, 24진, 46현, 13창으로이루어졌다. 이 중 조창(漕倉)을나타내는 1 3창을

역

사

4 0 8

19) 『고려사』권57, 지리지2, 기장현.

20) 『고려사』권80, 식화지 3, 녹봉 외관록 ; 최정환, 2000, 「고려시대 외관록의 정비」, 『이수건교수 정년기념 한국중

세사논총』; 박종기1993, 「고려시대외관 속관제 연구」, 『진단학보』74 참조.

21) 『고려사』권80, 식화지3, 녹봉 외관록.

22) 『고려사』권 57, 지리지 2, 기장현. 『고려사』에서 편년이 있는 기사와 편년이 없는 기사에 대해서는 비록 형법지를

분석한 것이지만, 신호웅, 1995, 『고려법제사연구』제2장3절의⌜형법지소수의제·판·교검토」참조.

23) 『고려사』권57, 지리지2, 헌양현.



제외하면, 여기에 기록된 지방관은 모두 1 4 0개이다. 이 숫자는 인종대에 파견된 지

방관의 실제 숫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인종대 외관록에 수록된 지방관도

문종대와 마찬가지로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 선별적으로남겨진 것이라 이해된다.

인종대의 외관녹봉은 서경유수(西京留守)의 2 0 0석에서부터 법조(法曹)의 1 3석 5

두에 이르기까지 모두 1 4과등으로 되어 있다. 문종대의 외관록에서 1 0 0석을 받은

울주 방어사의 녹봉은 보이지 않고, 울주 방어부사의 녹봉이 4 6석 1 0두, 울주 방어

판관의 녹봉이 3 3석 5두로 나타난다.2 4 ) 인종대 외관록의 특징 중 하나는 문종대에

비해 방어주가 5개에서 3 8개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방어주의 장관 녹봉은 모두 8 6

석 1 0두로 추정된다. 방어부사와 방어판관의 녹봉으로 보면 방어주의 위상도 3등급

으로 나누어지는데, 당시 울주는 이 가운데 두번째 등급에 해당된다. 이는 전반적으

로 문종대에 비해 인종대에 울주의 위상이 하락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인종대의 외관록에는 현종대에 울주의 속현이 되었던 동래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동래현령의 녹봉은 3 3석 5두이고, 현위의녹봉은 2 0석으로 기록되어 있

다.2 5 )『고려사』지리지에는 앞에서 본대로 동래현이 현종 9년에 울주의 속현으로 내

속하고, 그이후 현령이 파견되어 주현으로 승격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울

주의 속현에서 벗어나 주현으로 승격한 시점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2 6 ) 그

시기는 인종대의 외관록에 수록된 동래현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인종대이거나 그 이

전이었을 것이 확실하다 할 것이다.

현종 9년이래로 기장현·헌양현·동래현등 3개의 속현을 두고있던 울주는 인종

대까지 이들 속현에 감무와 현령이 각각 파견되면서 모두 독립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울주는 인종대 이후부터 속현을 상실하여 그 영역이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위상 또한 낮아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언양은 주현으로 승

격되어 그 위상이 강화되었다. 

2. 무인집권기울산지역의 농민항쟁

고려는 무인집권기에 이르러 전국 각지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2 7 ) 농민항쟁 가

운데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농민항쟁은 주로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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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고려사』권80, 식화지3, 녹봉 외관록.

25) 위와같음.

26) 『고려사』권57, 지리지2, 동래현.

27) 이정신, 1991,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다. 명종 2 0년( 1 1 9 0 )에 지금의 경주인 동경(東京)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동왕 2 3년

(1193) 7월운문(지금의청도)의 김사미(金沙彌)와초전(지금의밀양)의 효심(孝心)의

봉기로 이어졌다.2 8 ) 이 봉기는 이듬해 2월에 김사미가 항복하고, 12월에 효심이 생

포됨으로써 진압되었다. 당시농민항쟁은 이 해 4월 밀성(密城) 저전촌(楮田村) 전투

에서 농민군 7 , 0 0 0여 명이 전사하였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그 규모가 대단했음

을 알 수 있다.2 9 )

김사미·효심의 봉기로 시작된 경주·청도·밀양 등지에서의 농민봉기는 명종

2 4년(1194) 일단 진압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강릉·울진지역의 농민봉기와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경상도와 강원도지역을 하나의 세력권으로 하여 약 1 5년간 신라부

흥운동을 표방하였다. 이일대의 농민봉기는 결국 최충헌 정권의 강압적인 진압책으

로 신종 7년(1204) 5월에완전히 진압되었다.

이 시기에 울산지역에서 농민항쟁을 이끈 지도자가 나타나 조직적으로 지배층에

대항한 사례는 찾아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울산지역이 대규모 농민항쟁이 일어났던

운문·초전·경주 등의 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이들 항쟁과 직·간접적으로 관

련되었음을 엿볼수 있다. 다음의기록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A. 무릇 옛적에 군사를 거느리는 이는 군사가 반드시 날래기를 요하지 않고, 먼저

사졸(士卒)의 마음을 얻는 것을 상책으로 삼았습니다. 사졸의 심신이 해이해진

다면 비록 좋은 군사 1 0만이 있은들 어떻게 전투를 할 것입니까. 사졸들과 고

락을 같이함이아마도 이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 듣건대, 헌양(�陽) 싸움에서 분투하다가 죽은 관군(官軍)의 해골이 들

판에 많이 널려 있으나 거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한 소반에 한 사발의

음식으로라도 제사지내 주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관에서 곡식을 주어 제

사지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관에서 해골을 거두어 장사했다는 말도 듣지 못

했습니다. 또한그 공로가 어떠했음을 기록했다는 것도 들을 수 없으니 옛 도리

와 너무도 맞지 않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원수(元帥)·부사(副使) 두 분 각하께서 의논해서 한번 결단을

내려 군중에 명하여‘죽은 사람의 해골을 이 사람 저 사람의 것을 논하면 변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관군 적군［賊種］할 것 없이 모두 다 묻도록 하라’하소

서.… 죽은 관군을 제사지내는것은 각각 죽은 자의 다소에 따라 관 곡식을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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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려사』권 20, 세가, 명종1. 23년 7월.

29) 『고려사』권20, 세가, 명종 1. 24년 4월. 



에 주어 초혼(招魂)하여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이어 공이 특수한 사람을 기록하

여 책［簡冊］에다 써서, 포상이후손에게까지물려지게하소서…

글을올린 뒤에 벼 3백곡(斛)을 내어부대에 주었고, 또해골을 묻게 하였다.3 0 )

위의 기록은 이규보(李奎報)가 경주 일대에서 봉기하였던 농민항쟁군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에 자원하여 병마녹사 겸 수제(兵馬錄事兼修製)로종군하였던 시기에 정동

군(征東軍)의 최고 지휘관인 병마도통상서 부사시랑(兵馬都統尙書副使侍郞)에게 올

린 글이다. 당시 정부에서는 과거 급제자를 수제원(修製員)으로선발하여 전장(戰場)

에 투입하려 하였는데, 과거 급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를 꺼려하였다. 그러나 이규보

는 그 해 5월에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종군하였다. 그리하여 1년

3개월 여 동안 동경(東京)의군막(軍幕)에서활동하였고, 마침내헌양에까지 오게 되

었던 것이다. 

이규보는 이곳에서 싸우다가 죽은 관군의 전사자가 매우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에서 그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지내지 않은 훌대를 비판하고 정동군의 최고 지

휘자인 원수·부사에게 묻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변별하

기가 어려우니 관군과 농민군을 막론하고 모든 시신을 묻을 것을 간청하였는데, 마

침내 그의 간청이 받아들여졌던것이다. 

이로써 당시 헌양현 일대는 농민항쟁군이 관군과 격렬하게 싸운 전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헌양 싸움에서 분투하다가 죽은 관군(官軍)의 해골이 들판에 많이 널려 있

다’는 기록이 이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당시 헌양현의 농민들

도 경주지역의 농민군에 가담하여 직접 참전했을 가능성이매우 높다. 

이 무렵 이규보는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농민항쟁군을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려 3 3

차례나제사를지냈다.3 1 )제향의대상은 태조왕건·용왕·천왕·부처·산신·천신·

태일(太一) 등 개국시조, 불교, 도교, 민간신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

다. 당시 제사를 지냈던 곳은 개경을 떠나 경주에 이르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제문은울산지역에서제사를올릴때 지은것이라는점에서주목된다.

B -① 아득한 천년 고군(古郡)에 우뚝 서 있는 외로운 성은 오직 신령이 진압하시

니, 행인이 감히 침도 뱉지 못합니다. 본래 하늘에서 정령이 내려오신 것이

니, 어찌 독귀(瀆鬼)나 산영(山英)에게 빌겠습니까? 사녀(士女)들이 분주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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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국이상국집』권27, 「征東軍幕上都統尙書副使侍郞書」.

31) 제문의내용에 대해서는 이정신, 앞의책, 220∼2 2 2쪽 <표 1> 참조.



복을 빌매 아침에 고하면 저녁에 보응하거늘, 하물며 국난이 바야흐로 일어

났으니, 어찌안연(安然)히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 저동도의 역적들

이 개처럼 으르릉거리면서주인에게 덤벼들기에 장차 군사를 정돈하여 정벌

하려고 하는데, 지신(至神)의 은밀한 도움을 바라 서둘러 신사(信使)를 보내

어 제사 드리오니 어찌 길이 험한 것을 꺼리겠습니까?…이 술 한잔이 비록

약소하오나 부디 냄새만 흠향하지 마시고 성의를 흠향하소서.3 2 )

B -② 대저 사람의 한 걸음 한 발자국도 신명의 호위가 있지 않으면 자빠질까 염려

스러운데, 하물며 병란은 헤아릴 수 없는 변고가 있고 전장은 반드시 죽는

곳임에랴! 그 성공과 실패는 모두 신명께서 조절하는 것이니, 인중(人衆)의

힘만 믿고 신의 뜻을 거역한다면 어찌 이(利)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리석

은 저희들이 거병하던 날부터 우리 천신(天神)께서 이 지방을 진압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몸소 사당을 찾아 한번 작은 정성을 펴

고 은광(恩光)을 입게 되기를 바랐더니, 과연 영(靈)의 응보가 곧 나타나서

적괴의 머리를 베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의상 사례하여야 당연하고 은혜는

저버릴 수 없으므로, 지금 중추(仲秋) 초하루를 맞아 시절도 서늘하기에 변

두(�豆)를 베풀고 종고(鍾鼓)를 올립니다. 이를 흠향하지 않으시면 제 얼굴

이 붉어질 것입니다.3 3 )

B -③ 하늘의 명에 따라 백리 웅주(雄州)를 진압하였고, 국가와 근심을 같이하여

일방(一方)의악독한 도적을 소탕했습니다. 모등(某等)이과분하게도 임금의

명을 받들고 와서 완민(頑民)을 토벌함에 있어 인력은 믿을 만한 것이 못되

고 반드시 음공(陰功)의불측한 힘을 빌어야겠음을알았으므로, 마음을헤치

고 재차 사당을 찾았더니, 지난 초여름에는 의비(義庇)·발좌(勃佐)가 칼 아

래 목이 달아났고, 연말이채 못 되어서 산각(山角)·득광(得光)이함정에 빠

져 살려 달라고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오늘날적의 소굴을 뒤엎어 불살라 버

리고 방주(方州)의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은 모두가 신이 도와 주신 덕분이요,

제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이미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당연히 사

례해야 되겠기에 삼가 교서(皎誓)를받들고 약소하나마 제사를 올립니다. 바

라건대, 정총(正聰)은간절한 정성을 굽어 흠향하소서.3 4 )역

사

4 1 2

32) 『동국이상국집』권38, 「蔚州戒邊城天神祭文」.

33) 『동국이상국집』권38, 「戒邊大神謝祭文」. 여기의 戒邊大神은 戒邊天神의 오기이다.

34) 『동국이상국집』권38, 「戒邊天神前復祭文」.



위의 제문은 울주의 계변천신(戒邊天神)과 계변성천신(戒

邊城天神)을 제향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이규보가 이들

제문을 제작한 시기는 신종 6년( 1 2 0 3 )이었다. 제향의 대상

으로 나타나는 계변천신과 계변성천신은 고려초 이 지역의

호족장으로서뒷날 울산지역의 성황신으로 모셔졌던 박윤웅

을 가리킨다.3 5 ) 사료 B -①의‘동도(東都)의 역적’은 경주의

농민군을 가리키는 것이고, B-③의 의비(義庇)·발좌(勃

佐)3 6 )와 산각(山角)·득광(得光)은 경주의 농민군을 이끌던

지도자였다.

이규보는 이전의 농민항쟁에 대해서는 지방의 일부 불순

분자들이 평민들을 협박하여 농민항쟁으로 번졌다고 믿고 있었으나, 신종 5년

(1202) 경주일대의 농민항쟁에 대해서는 비난에 그치지 않고 이를 국가적 위기라고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위의제문에서 보듯이 이규보는 경주

민이 고려를 부정하고 신라를 부흥시키려는 반역을 꾀하였음으로 반드시 토멸되어

야 한다고 하였고, 울산지역을수호하는 지역신으로서의위상을 지닌 박윤웅에게 봉

향하였기에 농민군을진압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이는 제사를 통해 하늘이나 시조신, 부처 등의 힘으로 항쟁군을 토멸시킬 것을 염

원했다기 보다는 이 지역의 농민들이 항쟁에 가담하지 못하도록 달래려는 위무책의

일환이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관군에게는 토벌의 정당성을 주입시킴으로써 항쟁군

들과 같은 피지배층인 군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고 보여진다. 만약 이 시

기에 울산지역의 주민이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이규

보의 이같은 일련의 행위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자료는 당시 울산지역의 주

민이 농민항쟁에 직접 참여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3. 고려후기왜구의 침입과 그 대응

1) 왜구의침입

왜구의 침입은 고려말 내우외환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던 고려의 큰 환난 중의 하

나였다. 이들은 일본의 분열과 남북조시대 전개에 따른 중앙통제력 상실과 고려의

고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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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구산우, 앞의논문 참조.

36) 『고려사』와『고려사절요』에는‘의비(義庇)’가‘이비(利備)’라 되어 있고,’발좌(勃佐)’는‘패좌(�佐)’라 되어 있다.

울산계변성천신제문



국방력 약화라는 시대적 상황을 틈타 대거 고려로 침입해 왔다.3 7 ) 이들 왜구는『고

려사』에 왜적(倭賊)·왜노(倭奴)·해적(海賊)·해도(海盜) 또는단순하게 적(賊)·구

(寇)·적선(賊船)·작구(作寇) 등으로표현되어 있다. 

왜구에 관한 기사가 처음 보이는 것은 고종 1 0년( 1 2 2 3 )에‘왜가금주(金州, 지금의

김해)에 쳐들어왔다’는 기사이다.3 8 ) 그러나 충정왕 2년(1350)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출몰하기 시작하여 공민왕 때를 거치면서 점차침략 횟수가 빈번해졌다. 고려말왜구

의 침입횟수는 고종1 0년( 1 2 2 3 )부터공양왕 4년( 1 3 9 2 )까지1 6 9년간5 1 9회에달하였

다. 그 가운데 왜구가 창궐하기 시작한 충정왕 2년( 1 3 5 0 )부터 4 2년 동안은 5 0 6회로

연평균 1 2회에 달한다. 특히 우왕 연간에는 연평균 2 7회의 놀라운 숫자를 보이고 있

으며, 가장극심하였던우왕9년( 1 3 8 3 )에는5 0회에달하여월 평균4회를넘고있다.

왜구의 규모는 적을 때에는 2 0척, 많을 때는 4 0 0여 척에 이르는 대선단을 이루어

침입하였다. 침입한 왜구의 인원수를 살펴보면, 공민왕 1 3년(1387) 5월에는 왜적

3 , 0 0 0을 진해현에서대파한 기록이 있으며, 우왕5년(1379) 5월에는기병 700 보병

2 , 0 0 0의 침구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왜구는 단순한

해적의 오합지졸이 아니고 배후에는 유력한 토호가 있어 직접 조종했다고 볼 수 있

다. 그 대표적인 조종자가 대마도주 종씨(宗氏)와 일기도주(壹岐島主) 지좌씨(志佐

氏), 서부일본의 거추(巨酋) 주방(主防)의 대내씨(大內氏), 구주풍후(豊後)의 대우씨

(大友氏) 등이었다.3 9 )

당시 왜구가 약탈하고자 한 주된 대상은 미곡(米穀)이었다. 왜구가 주로 세미(稅

米)를 운반하는 조선(漕船)과 이를 보관하는 조창(漕倉)을 습격한 것도 그 때문이었

다. 왜구는 해상활동을 민첩하게 할 수 있는 이점을 이용하여 조운선을 습격하였고,

조운선을 발견하지 못하여 해상에서 약탈이 어려울 때에는 해안의 조창을 습격하여

미곡을 약탈했다. 『고려사』에는 공민왕 9년(1360) 강화도에서 조창미 4만여 석을,

안변(安邊) 등지에서 1만여 석을 일시에 약탈당했다는 기록이 있다. 왜구의 약탈로

정상적인 조운이 어려워지자 고려정부는 조운을 폐지하고 육로로 운반하기도 하였

고, 해안의조창을 내륙지방으로옮기기도하였다.

다음으로 왜구의 약탈대상은 사람이었다. 당시 고려 민인이 왜구에게 어느 정도의

수가 끌려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왜선 5 0척이 다시 강화에 침입하여

부사 김인귀(金仁貴)를 죽이고 1 , 0 0 0여 명을 포로로 데려갔다’4 0 )고 한 것에서 보듯

역

사

4 1 4

37) 신호웅, 2000, 『동해시사』, 제3장 고려시대의 동해시, 제3절외침과 저항 참조.

38) 『고려사』권22, 세가, 고종1 .

39) 나종우, 1994, 「홍건적과 왜구」, 『한국사』20, 국사편찬위원회. 395∼3 9 6쪽.



이 그 수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왜구들이 많은 사람을 노략한 것은 우선 그들을

노비로 삼아 값싼 노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노예로 팔거나 고려

정부로부터 적당한 몸값을 지불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외에 노를 젓는 일이

나 배의잡역에 동원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이러한 왜구 침입의 피해는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방면에 걸쳐 상상을 뛰

어넘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 왜구의 침입으로 당시‘연해지방에 사는 백성들이 고

향을 등지고 수 백리 내륙지방으로 도피하여 산다’거나 혹은‘수 천리에 달하는 비

옥한 들이 왜구의 약탈이 시작된 후 방치되어 들판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국토는 어

염(魚鹽)과목축, 농산의이익을 잃을 정도’였다고 한다.

2) 왜구침입에 따른 울산지역의피해

고려말 왜구가 침입한 지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4 1 )

<표 1> 왜구 침입의 지역표

위의 표에서 보듯이 왜구의 침입지역은 전국에 걸쳐 있고, 그 중에서도 충청 전라

경상도 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경상도 지역은 일본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 조건 때

문이었으며, 서해안의 전라·충청지역은 곡창지대라는 점과 조운선의 통로라는 점

때문에 약탈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왜구의 침입으로 경상도 지역이 받은 피해는 다른 지방에 비해 매우 심각했다. 특

히 울산은 물산이 풍부하여 왜구의 좋은 약탈대상이되었다. 고려말이첨(李詹)이쓴

울산‘고읍성기(古邑城記)’에‘땅이 기름지고 또 물고기와 소금이 많이 나기 때문에

백성 중에 앉아서 부자가 된 자가 여러 집이 있어 군국(軍國)의 쓰는 비용이 여기서

나는 것이 여러 천금에 이르렀고, 해산물을 바치는 것도 또한 적지 않았다’4 2 )고 하

였다. 당시울산지역이 입은 피해에 대해이첨은 다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있다.

고

려

4 1 5

도 별

침입회수

침입지역

함 경

8

5

평 안

1 4

1 0

황 해

2 8

1 5

강 원

3 2

1 7

경 기

6 5

2 7

충 청

9 5

4 6

전 라

7 8

4 5

경 상

1 5 2

6 1

합 계

4 7 2

2 2 6

40) 『고려사』권114, 열전, 나세.

41) 나종우, 1994, 앞의논문. 397쪽 <표-3> 참조.

42)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고적.



C. 경인년(충정왕 2년, 1350) 이후로 해적들

의 난리가 없는 해가 없었다. 그런고로 백

성들 중에 항산(恒産)이 없는 자는 다른 데

로 가버리고, 부자로 사는 백성들은 구차히

편안하게 있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

거나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것도 없이 되어

서야 돌아갈 곳을 알게 된다. 기미년(우왕

5년, 1379)에 이르러 적의 침입이 더욱 심

해지자 백성들이남아 있는 자가 하나도 없

었으니, 그뒤에 울산의 지주사(知州事) 된

자는 인신(印信)을가진채 아전 몇 식구를 거느리고 계림성(鷄林城)에가서 살

았다. 갑자년(우왕 1 0년, 1384)에 성균사예(成均司藝) 이문화(李文和)가 경상

도를 염문(廉問)하였을 때 먼저 계변신(戒邊神)에 제사를 드렸는데, 이 때는 무

성한 풀 숲에 사슴들이 떼지어 놀아 마치 도둑이 다람쥐처럼 엎드려 있는 것과

같았다. 이문화가 능히 공경을 다하고 정성을 바쳤으나 마침내 일이 잘 되지

못하였다. 돌아가서 계림부윤 박위(朴�)에게 말하기를, ‘내가 동자(童子) 때

아버님이 울주를 다스릴 때 제가 따라가 봤을 때는 바야흐로 번화하고 공고하

며 웅장했었는데, 지금와서는 쓸쓸하기가 이와 같다’하였다.4 3 )

위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은 왜구가 침입하기 이전에는 번화하고 웅장하였

으나 왜구가 침입한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고을이 텅비게 되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령인 지부사마져 경주로 옮겨가서 살아 행정적 기능마저 마비될

정도였다. 울산이 인적이 끊어진 폐허와 같은 형국이 된 것도 왜구의 잦은 침입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고려말 울산지역에 왜구가 침입한 횟수는 1 0회에 달하고 있다.

이를 시대순으로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D -① (공민왕 1 0년 4월 병신) 왜구가 고성(固城)·울주(蔚州)·거제(巨齊)에침입

하였다.4 4 )

D -② (공민왕 1 0년 8월 계사) 왜구가 동래와 울주에 침입하여 불을 지르고 약탈

하였으며 조선(漕船)을탈취하였다.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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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와 같음.

44) 『고려사』권39, 세가, 공민왕1. 10년 4월 병신.

이첨의고읍성기



D -③ (공민왕 2 3년 5월기축) 왜구가경주·울주 두 지역을 노략질하였다.4 6 )

D -④ (우왕 2년 1 1월 신사) 왜적이 함안(咸安)·동래(東萊)·양주(梁州)·언양(彦

陽)·기장(機張)·고성(固城)·영선(永善) 등지를노략질하고 불살랐다.4 7 )

D -⑤ (우왕 2년 1 1월 병술) 왜적이 울주·회원(會原)·의창(義昌) 등 현(縣)을 침

공하여 거의 남김없이불사르고노략질하여 갔다.4 8 )

D -⑥ (우왕 2년 1 2월) 왜적이합포영(合浦營)을불사르고, 양주·울주와의창·회

원·함안·진해·고성·반성·동평(東平)·동래·기장 등의 현민(縣民)을

살륙하고재물을 소각하였다.4 9 )

D -⑦ (우왕 3년 4월) 왜적이 울주·계림(鷄林)을 침공하였다. 울주·양주·밀성

등지를 침공하여 거의 전부를 불사르고 노략질하였고, 언양현을 불살랐다.

계림부윤윤승순(尹承順)이왜적 4명의 목을 베었다.5 0 )

D -⑧ (우왕 5년윤5월) 왜적이울주·계림부에침입하였다.5 1 )

D -⑨ (우왕 5년7월) 왜적이울주에 머물러서 벼와 기장을 베어 양식을 만들고 기

장·언양까지 침노하니, 땅을 쓸어낸 듯이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 우인열

(禹仁烈)이군사를 모집하여 동래현에서싸워 7급을 베었다.5 2 )

D -⑩ (우왕 7년 6월) 왜선 5 0척이 김해부(金海府)에 와서 산성을 포위하였는데,

남질(南秩)이 싸워 적을 격퇴하였다. 또 영해·울주·양주·언양 등지에서

적과 다섯 번 싸워 적 8명을 베었다.5 3 )

위의 사례에서 보듯이 왜구가 울산지역에 출몰하기 시작하는 것은 공민왕 1 0년

( 1 3 6 1 )부터이고,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것은 우왕대에 와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울산지역이 일본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였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공민왕

이전 시기부터 왜구가 출몰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왜구가 가장 극성을 부린 시

기는 우왕 때였는데, 당시 울산지역에서의 피해는 실로 막대하였다. 왜구가 약탈하

고자 한 주된 대상은 곡물이었는데, 이들은곡물 약탈에만그치지 않고, 많은인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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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고려사』권39, 세가, 공민왕1. 10년 8월 계사.

46) 『고려사』권44, 세가, 공민왕7. 23년 5월 기축. 

47) 『고려사』권133, 열전, 신우1 .

48) 위와 같음.

49) 위와같음.

50) 위와같음. 

51) 『고려사』권 134, 열전, 신우2 .

52) 『고려사절요』권31, 신우 5년 7월. 

53) 『고려사』권134, 열전, 신우2 .



살육과 거주지·재물을소각하는 등 갖은 만행을 자행하였다. D-⑨에서‘땅을 쓸어

낸 듯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럼참상을 적실히 표현한 것이다.

당시 울산지역에 침입한 왜구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고, 단지 D -

⑩에‘왜선5 0척’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왜구는 울산

과 그 인근지역을 연이어 약탈하였는데, 그 출발지 중의 하나가 울산이었음은 D -⑨

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왕 4년(1378) 11월에패가대(覇家臺)

왜인의 사절이 울산에 와서 정박하였다는5 4 )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3) 왜구 침략에 대응한 울산지역의 동향

고려말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고려정

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일본과의 외교적 교섭을 통하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왜구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하여공민왕 1 5년( 1 3 6 6 )에 무로마치 막

부(室町幕府)에 사신을 보내어 왜구를 단속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었으나, 별다

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고려정부는 국방체제의 정비와 함께 직접 무력을

써서 우왕 2년( 1 3 7 6 )부터 1 0여 년 동안 전국 각지에서 적극적으로 왜구토벌을 단행

하였다. 동3년에는 정몽주를 일본에 보내어 왜구침입 금지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한편 왜구가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우왕대에는 요충지에 산성을 수축하거나 수소

(戍所)와 같은 방어시설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우왕 3년( 1 3 7 7 )에는 각 도에 방호(防

護)를 두어 유민(流民)을 막는 한편 연해 주군의 산성을 수축토록 하였다. 그 해 7월

에는 지방에 사신을 파견하여 지방민들로 하여금 산성을 수축하여 왜구의 침입에 대

비케 하였다. 동왕 4년( 1 3 7 8 )에는 각도의 수령들로 하여금 농한기를 이용하여 산성

을 수축토록 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고려정부는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2 9개소의 읍성을 축성하였

다.5 5 ) 이 가운데 2 3개소는 왜구와 가장 가까운 경상도 지역에 축성되었는데, 11개소

가 우왕대에 축조되었다. 울산지역에도 우왕 1 1년( 1 3 8 5 )에 울산읍성이, 공양왕 2년

( 1 3 9 0 )에 언양읍성이 축성되었다. 울산읍성은염문사(廉問使) 이문화와지울주사(知

蔚州事) 김급(金及)이 울주에 읍성을 쌓았다고 하였다.5 6 ) 이 읍성은 지금의 학성동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5 7 ) 공양왕 2년(1390) 하륜(河崙)은“울주는외로운 성이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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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고려사』권133, 열전46, 신우 1 .

55) 이에 대해서는 심정보, 1994 『고려말 조선초의 하삼도 읍성 축조기사 검토』, 『석당논총』20 참조.

56) 『신증동국여지승람』권22, 울산군고적.



에서 1 0리도 안되는 곳에 있으며, 전함이 포구에 나누어 정박하고 있어서 불의의 환

난에 대비하고 있다.”5 8 )고 하였다. 이로미루어 볼 때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쌓은 울

산성은 포구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이곳에전함을 배치하였음을알 수 있다.

이첨의 기문(記文)에의하면, 울산읍성은일을 재촉하고 역사를 독려하여 1년이 채

안되어 완성하였다고 한다. 울산성이 완성되자 수령은 성내에 신사(神祠)를 수리하

여 제사를 지내고 관사를 지어 살게 하였으며, 백성들의 전방［廛］을 헤아려 나누어

주어 생계를 유지하게 하였다. 이 일이 고려 조정에 알려지자 고려정부에서는 황무

지를 개간하여 둔전(屯田)을두고 군사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였는데, 가을이되

자 수확이 배나 되어 비로소 성을 지킬 만하게 되었다고 한다.5 9 ) 울산 읍성의 축조

로 유이(流移)하였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황무지로 변했던 토지는 다

시 개간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렇듯 울산지역은 왜구 침략의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막대하였다.

조선왕조 개창 직후에는 울산지역에 왜구가 침입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

나 곧이어 태조 5년( 1 3 9 6 )에 왜구가 울주에 침입하여 지주사 이은(李殷)이 주병(州

兵)을 거느리고 나아가 물리쳤고, 동 6년( 1 3 9 7 )에는 울주포(蔚州浦)로 들어온 왜적

이 지주사 이은과 반인(伴人) 박청, 기관(記官) 이예(李藝) 등을납치해 갔다.6 0 ) 왜구

가 다시 준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태종 1 7년( 1 4 1 7 )에 울산에 경상좌도 도절제사영

(병영)을 설치하고, 이어 세조 5년( 1 4 5 9 )에 경상좌도 처치사영(수영)을 설치한 것은

6 1 ) 바로 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다.  

고려시대의 지방제도는 성종대에 이에 목종대를 거쳐 현종대에 다시 정비되었다.

그러나 1 2세기에 들어 지방 각지에서 유망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면서 국가는 이를

수습하기 위한 대책으로 감무를 비롯한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감무의 파견은 예종

원년부터 시작하여 인종·명종·공양왕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전국적으로 2 3 8개 지역에 이른다. 이러한 감무의 파견은 현종대에 기틀이

다져진 고려의 군현체제에 변화가 나타나기시작하였음을의미한다.

울산은 현종 9년에 방어사가 파견된 주현이 되었으며, 이때의 명칭은 울주였다.

울주에는 2개의 속현이 있었는데, 하나는동래현이고 다른 하나는 헌양현이다. 그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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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957) 이유수, 1996, 「울산읍성」, 『울산향토사연구논총』, 울산시·울산향토사연구회참조.

58) 『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경주부역원.

59) 『신증동국여지승람』권21, 울산군고적.

60) 『태조실록』권10, 태조 5년 1 1월 신미 : 같은 책 권 11, 태조 6년 정월 병진.

61) 『태종실록』권33, 태종 1 7년 정월 무신 : 『세조실록』권15, 세조 5년 정월 계묘.



나 다른 기록에는 또 하나의 속현 기장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문종대의 외관

록에 의하면 당시 울주에는 적어도 3명의 지방관과 속관이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

다. 예종대에이르면, 기장현에도 감무가 파견되었다. 인종 2 1년에는 언양현에도 감

무가 파견되었고, 동래현도인종대 혹은 그 이전에 주현으로 승격하였다. 

무인집권기에 이르러 전국 각지에서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대규모적이

고 조직적인 것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이 시기에 울산지역에서

농민항쟁을 이끈 지도자가 출현한 사례는 찾아지지 않지만, 울산과언양이 농민항쟁

이 일어난 운문·초전·경주 지역과 가까워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당시 헌양현 일대에서 농민항쟁군과 관군은 격렬하게 싸웠다. 일대에 관군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는 기사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헌양현의 농민들도 항쟁군에 참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 무렵 국가에서는 경주 일대에서 일어난 농민항쟁에

참여한 농민과 지도부를 회유하기 위해 무려 3 3차례의 제사를 지냈다. 이 가운데 울

산지역과 관련있는 3건의 제문은 계변천신과 계변성천신을 제향의 대상으로 삼았는

데, 제문이 작성된 시기는 신종 6년( 1 2 0 3 )이다. 여기 계변천신과 계변성천신은지역

의 호족장으로서뒷날 울산지역의 성황신으로 모셔졌던 박윤웅이다.

고려말 왜구가 침입한 지역은 주로 충청·전라·경상도 지방에 집중되었다. 울산

지역에 왜구가 침입한 회수는 1 0회에 달하였다. 특히 울산은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

었던 탓에 왜구의 좋은 약탈 대상이 되었다. 울산은 왜구가 침입하기 이전에는 번화

하고 웅장하였으나, 왜구가 침입한 이후에는 인적이 끊어진 폐허와 같은 형국이 되

었다. 왜구를 막기 위해 울산지역에서는우왕 1 1년( 1 3 8 5 )에 울산읍성을, 공양왕2년

( 1 3 9 0 )에 언양읍성을 축성하였다. 이 읍성의 축조로 유리하였던 백성은 안집(安集)

하게 되었고, 황무지로 변했던 토지는 다시 개간되었다. 조선초기에 울산에 병영과

수영을 설치한 것은 바로 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함이었다.

<신호웅, 관동대학교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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