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멀리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해안도시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

한 시대가 저물고 다시 열리는 길목에서 

울산을 표상하는 인상적인 장면을 

간결하게 풀어 놓는다. 

1

울산 문양_ 석유화학 단지의 불꽃
수직으로 솟은 공단의 굴뚝이미지를 활용하여 색상배색으로 패턴을 변형하고 점화된 불꽃을 패턴의 포인트로서 강조



항구로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울산은 일찍이 국제항으로 기능하며 역동

적인 역사를 써왔다. 울산의 역동성은 1960년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만

개했다.    

울산에는 일찍이 초기국가 우시산국이 존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만큼

정치적으로도 앞서간 것으로 보인다. 울산은 신라에 편입된 이후 지리상의 입지

로 인해 신라의 국제 관문 역할을 수행했다. 처용설화의 처용도 당시 울산항을

통해 들어온 서역인(西域人)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역사시대 울산지역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은 아마 효심의 농민봉기일 것이

다. 대략 1,000만 명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 전체 인구를 감안하

면, 울산·밀양·청도 지역에서 흥기한 당시 1만이 넘는 농민군은 놀라울 만큼 많

은 숫자다. 그만큼 폭압적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항쟁의 열기가 뜨거웠던 곳이

울산이었다. 당시 농민군의 봉기 기간은 1년 3개월로 짧다면 짧다 할 수 있으나,

그 역사의 파장은 길었다. 농민군이 무인정권에 진압됨으로써 항쟁은 끝난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 항쟁은 궁극적으로 신분 해방의 역사 과정을 열어가는 원천

으로 작용했다. 

중종 5년(1510) 4월,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삼포는 염포·부산포·제포를 이

르는데, 염포는 울산을 말하고 제포는 진해를 말한다. 조선 정부의 통제에 반발

하여 제포에 있던 4,000~5,000명에 이르는 무장한 왜인들이 성을 공격하자 동

시에 부산포와 염포에서도 항거왜인들이 합세하여 난을 일으킨 것이다. 삼포왜

란 후 염포는 대일 개항장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조선팔도는 삽시간에 왜의 대군에 짓밟혔다. 그

런 가운데서도 울산의 의병은 관군과 더불어 유격전을 펼치며 어느 지역 의병

못지않게 치열하게 싸웠다. 물러갔던 왜군이 1597년에 다시 바다를 건너와 남

도 해안과 섬에 남아 있던 왜군과 합류하여 북상했다. 북상하던 왜의 대군이 다

시 쫓겨 내려와 울산왜성을 쌓고 웅거했다. 이 때 조명 연합군이 두 차례에 걸쳐

12 울산을 한 권에 담다



왜성을 공격했지만 별 성과 없이 그치고, 왜군은 연합군이 철수한 틈을 타 몰래

성을 불태우고 퇴각했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지 10년째, 시대의 암울을 깨우는 민족자존의 메아리

가 전국을 진동했다. 3·1의거다. 그 의거에 울산도 예외일 리 없었다. 언양의 장

마당에서 1,000명이 넘는 군중의 시위행진이 시작되었다. 경찰이 주동자들을

강제 연행하자 분노한 시위 군중이 주재소로 몰려가 돌을 던지며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다. 병영에서는 비밀조직인 청년회가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청

년들은 일신학교(지금의 병영초등학교) 교정에 모여 축구공을 높이 차 올린 것

을 신호로 만세 시위를 시작했다. 온양읍 남창리에서는 학성이씨 문중의 주도로

3·1운동이 펼쳐졌다. 당일 장날에 장꾼들이 모여들자 주동자들이 태극기를 나

눠주고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울산에서만도 수십 명의 사상

자가 나고 수백 명이 체포되거나 수배되었다. 

이처럼 울산은 나라의 운명과 더불어 역사의 격랑을 헤쳐 왔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울산의 역사에서 큰 사건은 1962년 특정공업지구 지정일 것이다. 이

는 한 지역의 면모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상전벽해의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구 20만의 소담한 해안도시이던 울산은 반세기 만에 인구 120만의 거대

산업도시로 우리나라 ‘산업수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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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기시대 - 인류의 출현

700만 년 전에 지구 최초의 인류인 사헬란트로푸스 차텐시스가 등장하고,

250만 년 전에 호모 하빌리스가 최초로 도구를 사용했다. 한반도에는 78만~13

만 년 전, 전기 구석기시대의 늦은 시점 무렵부터 구석기인이 이주해 왔을 것으

로 추정된다. 영남지역에는 대략 10만 년 전 이후의 중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유적이 나타난다.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으로 추정하면, 울산에는 구석기시대 후

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2017)까지 발견된 울산의 구석기시대 유적은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유

적과 남구 무거동 옥현 유적,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유적이 있다. 옥현 유적에서

는 구석기시대 유물만 채집되고 문화층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신화리 유적에는

3개의 문화층이 2m의 두께로 퇴적되어 있고, 토양쐐기(기후가 한랭 건조하여

땅이 갈라진 틈 사이로 회색을 띤 점토가 채워진 현상)가 확인되었다. 입암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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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시대의 울산, 

사람이 살기 시작한 자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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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과학적 분석(AMS)을 통해 마지막 빙기에 형성된 후기 구석기층으로 확인

되었다.

태화강변의 신화리 유적은 석기 제작 장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의 사

회는 철따라 이동하면서 수렵·어로와 채집으로 생계를 영위한 소규모 집단이었

다. 이들은 이암(泥巖, 점토 따위의 작은 입자들이 굳어져 생긴 퇴적암)과 석영

등으로 만든 찍개류와 작은 격지석기 그리고 돌날석기를 비롯하여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골각기나 목기도 사용했을 것이다.

중기와 후기에는 리스빙기→ 리스-뷔름간빙기→ 뷔름빙기로 옮아가면서 기

온은 낮아졌다가 높아졌다가를 반복했다. 이 기간 동안 매머드, 털코뿔소, 동굴

사자 등의 거대 동물들이 멸종했고, 현재 인류의 조상인 호모사피엔스를 제외한

다른 인류도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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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리 유적의 구석기 유물(울산대곡박물관)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으로 추정해 볼 때 울산에는 대략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신석기시대 - 정착생활의 시작

1만 년 전 기온이 온난 다습해지면서 빙하는 극지방과 고산지대로 후퇴했다.

구석기시대의 대형 동물들은 거의 멸종하고 몸집이 작은 동물군과 새로운 식물

상의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신석기시대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야생의 동물

과 식물을 관찰하고 다양한 시도를 거쳐 목축과 농경을 시작하면서 농민은 정주

하여 촌락을 이루었다.

신석기시대의 토기는 융기문토기→영선동식토기→수가리식토기→봉계리

식토기→율리식토기로 변화되어 왔다. 융기문토기(隆起紋土器, 덧무늬토기:

토기를 만든 다음 그 기벽 위에 또다시 흙띠를 덧붙여 돋아오르게 한 것)는 중국

대흥안령 동쪽의 눈강평원에서 흑룡강 중류역에 걸쳐 형성된 문화로, 남으로 흘

러 울산에는 서기전 5700년대 황성동 세죽 유적에 나타났다.

세죽 유적은 엄밀히 보면 조기(早期)에서 중기(中期)까지 형성된 유적이지

만, 중심은 조기에 해당하며, 이 시기부터 전기(前期)의 이른 시점까지 지속적으

로 주민이 살았다. 바닷가에는 도토리 저장 구덩이가 열 지어 설치되고, 주민들

은 인근의 낮은 구릉지에 살았다. 세죽 유적의 유물포함층은 주민들의 생활층과

문화층이 빗물에 실려 바닷가에 퇴적된 것이었다.

생계에 이용된 패류는 참굴과 홍합이 주를 이루었고, 어류는 주로 참돔, 다량

어류, 상어류, 숭어, 감성돔, 혹돔, 방어 등을 잡았다. 조류는 가마우지, 쇠가마우

지, 아비류, 두루미류 등으로 뼈를 이용한 도구나 영양 보충을 위한 알을 얻기도

하지만 어군 탐지 과정에서 포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뭍짐승은 사슴, 멧돼지, 강

치, 개 등의 뼈가 확인되었고, 의식의 도구로 쓰였을 수도 있는 불곰과 호랑이의

뼈도 출토되었다. 강치의 토우(土偶, 흙 인형)로 추정되는 소조(塑造, 흙을 빚어

만듦) 작품 1점이 세죽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강치의 수렵을 기원하는 의례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렵·어로와 관련된 동물 유체는 같은 시기의 남해

안 유적들과 비슷한 양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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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식료에는 풍부한 해초도 있었겠지만 그것에 기생하는 미세고둥류만

확인될 뿐이고, 대개는 인근 산지에서 채취했을 것이다. 실제로 토기 바닥에 탄

화된 채로 무릇의 알뿌리 무더기와 초목의 잎사귀로 보이는 식물 유체가 발견되

기도 했다. 현재 우리의 식습관도 70~80%는 탄수화물에 의존하고 있듯이 신석

기시대의 유적은 비록 해안에 입지하고 있지만, 생계의 터전은 그 배후의 산지

에 의존했다.

세죽 유적에서 보이는 생계 수단은 식물성 식료 채집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

만, 어로활동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로활동으로 획득한 물고기는 산지

(山地)의 산물과 교환되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뭍짐승과 같은 육류는 직접

포획한 것이 아니라 산지로부터 반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융기문토기의 조기에서 영선동식(瀛仙洞式) 토기의 전기로 넘어가는 과도

기에 처음으로 곡물이 나타난다. 한반도 남한 지역에서는 조와 기장만이 검출되

는데, 이와 동시에 결상이식(玦狀耳飾, 둥근 옥귀걸이)이 출토된다. 이 옥제의

결상이식은 극동평저토기군 전반기(서기전 6000~3500년)의 중국 요하와 요동

반도 그리고 압록강 유역에 분포하던 지자문(之字文)토기(빗살무늬토기) 문화

권의 중심지인 흥륭와(興隆窪) 유적이 기원지로, 중국과 한반도를 포함하여 연

해주와 일본열도에까지 분포한다. 융기문토기와는 달리 짧은 눈금을 문양으로

새기는 지자문토기 문화권은 이미 잡곡 농경이 발달한 지역으로서 한반도의

조·기장은 이 결상이식의 유입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조·기장은

탄화되거나 토기 압흔(壓痕, 눌려서 생긴 흔적)으로 발견되지만 농경 도구가 보

이지 않으므로 농경문화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시기의 곡물은 옥기

와 함께 유입되었고, 한반도 내에 자생적 농경활동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는 단

계다. 영선동식토기의 전기가 시작된 것도 아마 이 지자문토기 문화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처용리 21번지 유적은 옥귀걸이(결상이식) 한 쌍과 석기 등이 출토된 무덤

유적으로, 외황강을 사이에 두고 세죽 유적과 황성동 연결도로 부지 유적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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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는 산지에 위치한다. 토광의 형태로

보면 주로 굴장(屈葬, 시신의 팔다리를

굽혀 쭈그린 자세로 매장)이 성행했으며,

시신 상부에는 괴석(塊石, 바위보다는

적은 큼직한 돌덩어리)을 올려둔 특징이

있다. 이와 유사한 시기의 매장 풍습을

보여주며, 결상이식은 부산 장항 유적에

서 출토되었다.

신석기시대 중기는 소주산중층 문화

권이라는 중국 요동 지역의 신석기 후반

기 문화가 유입되면서 시작된다. 그 원인

을 전기 말경의 대홍수라는 기후이변으

로 추정하기도 하지만 농경의 흔적으로 조와 기장이 더욱 많이 발견되면서, 보

습·괭이와 같은 농경 도구와 수확 도구인 낫 등도 출토된다. 영남 내륙의 하천

충적지 유적에서도 수렵·어로 도구보다는 농경 도구가 더 많이 보인다. 그렇더

라도 신석기시대 중기 사회를 농경사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여전히 수렵·어

로·채집 문화가 생계를 잇는 주요한 활동이었기 때문이다.

중기의 유적은 신암리 유적, 입암리 유적, 궁근정리 유적, 황성동(세죽) 유적

등이 알려져 있으나, 입암리와 궁근정리 두 유적은 태화강변의 하천에 입지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전기보다는 내륙으로 더 깊이 이동한 듯하지만, 입암리 유적은

당시 고울산만의 끝 지점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서 입지상의 변화는 아

직 뚜렷하지 못하다.

입암리 유적은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유적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신석기

시대 유적이어서 이 두 유적 간의 관계가 주목된다. 입암리 유적은 하안 충적지

(물에 의해 운반된 모래나 흙 따위가 쌓여 이루어진 땅) 3곳에서 중기의 유물이

발견되어 유적의 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구대 암각화는 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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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수렵과 어로가 중시된 의례 유적으로 본다면, 신

석기시대에 속할 가능성도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바위면의 그림 범위가 높고

또 넓은 점과 겹쳐 그린 부분이 많지 않고 빈 곳에 그림을 채운 양상으로 보아 동

일 집단이 여러 세대에 걸쳐 조성한 점은 다른 지역의 암각화와는 뚜렷한 차이

점이다. 그리고 대형 짐승인 고래 그림을 통해 고래의 포획을 기도한 의례가 있

었다면 주민 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에 합당한 유적을 입암리 유

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 중기가 되면 그 전과는 달리 수렵의 대상이 사슴과 멧돼

지 외에도 너구리, 수달, 담비, 오소리 등의 가죽과 털을 이용하기 적합한 동물

이 추가된다.

중기의 문화는 후기와 만기(晩期)까지 지속 발전하는데, 생계의 형태도 별다

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내륙으로 확산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생계의 터

전도 바다에서 내륙의 평야로 옮아간 것이라 추정된다. 더구나 만기의 부산 금

곡동 율리 조개무덤(패총)과 김해 농소리 조개무덤의 두 유적 토기 속에서 벼과

를 비롯하여 기장과 수수족의 식물규산체가 발견되어서 만기에는 쌀을 생산했

을 가능성도 있다. 만기의 농경은 그 전의 초기 농경과는 작물 종류가 다르기 때

문에 새로운 농경문화의 유입을 상정할 수 있고, 신석기시대 만기가 청동기시대

조기에 편입될 여지를 남기고 있다.

큰 테두리에서 울산의 신석기시대 문화는 동해안을 배경으로 한 생계 형태

에서 탄생한 문화일 것이다. 즉, 아직 농경보다는 수렵·어로·채집 생활이 주가

되었던 환동해문화권의 일부이며, 세죽 유적의 강치형 토우와 서생 신암리 유적

의 비너스상의 토우 등은 이 문화권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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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기시대 
울산에 펼쳐진 다채로운 문화

안재호  동국대학교

농경사회의 형성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의 초기농경에 이어서 새롭게 중국 북방지역 청동기

시대의 농경문화가 유입되면서 쌀과 잡곡이 혼합된 진정한 농경활동이 시작되

었다. 이 때에는 신석기시대와는 달리 수확 도구인 반월형석도(半月形石刀, 반

달돌칼)와 목제농구인 괭이 고무래, 그리고 목공구인 편인석부(片刃石斧, 외날

돌도끼)가 보편화하여 출토된다. 이 시기는 청동기시대 조기(早期)로 서기전 15

세기 이전 북한강 유역에서 먼저 나타나며, 신석기시대 말기 문화와 절충하여

나타난다. 주거지는 하천변의 충적지에 대형가옥 1-3동이 한 단위가 되는 자연

공동체이며, 주로 밭농사를 짓고 살면서, 어로나 수렵도 보조 생계수단으로 병

행했을 것이다. 

조기문화의 주거지가 울산에서는 하천 충적지가 아니라 구릉지나 선상지에

입지하는 특징이 보인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전기가 되면 오히려 취락이 산지로



이동하는 경향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지만, 울산에는 사행하천(蛇行河川, 뱀

이 기어가듯 곡선을 이루는 하천)이 발달하지 못해 비옥한 충적지가 없기 때문

에 조기문화인의 생계 형태를 답습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된다. 또 전기의 시대

적 상황, 즉 화전(火田) 경작과 관련한 까닭일 것이다.

비록 문화상으로는 조기의 것이지만, 실제 연대는 북한강 유역의 전기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울산은 조기문화의 농경민이 이주했을 때에도 여전히

신석기문화가 존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청동기시대 조기의 집단은 아마도 경주로부터 유입되었을 것이다. 경주의 조

기 집단이 이주하거나 그들의 후손일 가능성이 크지만, 조기문화를 수용한 울산

의 신석기시대 주민의 가능성은 신석기문화의 유물이 남아 있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생계 형태는 조기문화를 이어받아 화봉동에서는 밭이 발견되기도 했으

므로 강가나 선상지에서는 밭 경작이 이루어지고 산지에서는 화전도 가능했으

리라 추정된다. 그리고 산과 하천을 이용한 수렵과 어로, 채집 등이 병행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계 형태와 문화는 신석기시대 만기의 김해 농소리 패총 유적

에서 벼 재배가 가능했다고 한다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이다.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대가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서 농경을 통한 식료 보급

의존율이 높아지고, 또 거점 취락의 등장으로 주변 취락과의 연계망이 구축되면

서 비로소 농경의 잉여생산물을 매개로 연계되는 농경사회를 이루게 된다. 울산

에서 옥현 유적처럼 논 유적이 자주 발견되는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

수렵 · 어로 · 채집 사회의 전통

전기문화로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지는 북구 천곡동 달천 5호 주거지이다. 

장방형(長方形, 긴네모꼴)의 평면 형태에 2열의 초석과 위석식 노지(圍石式

爐址, 돌을 둘러 만든 화덕)가 설치된 대형의 가옥이다. 이런 구조는 둔산식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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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지(屯山式 住居址)로, 전기 전반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이다. 탄소14연대에 따

르면 대략 서기전 12세기 후반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주거지도 조기의 경우처

럼 수가 적고, 또 소규모의 취락 단위로서 사회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자연공

동체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했다. 달천 유적처럼 주로 구릉에 입지하면서 강가의

충적지를 이용한 밭농사보다는 산속에서 생활하며 화전이나 수렵·채집을 했을

것이다.

이후 서기전 11세기 청동기시대 전기 후반이 되면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고

유적이 많아진다. 울산의 대표적인 유적은 언양 신화리-교동리 유적군과 북구

천곡동 유적군, 매곡동 유적군이다. 이들 유적군은 인접한 여러 구릉지의 유적

이 복합하여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대규모 취락으로, 장기간 존속되었으며 거주

인구도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구릉에 분포하는 마을은 주로 종족(宗

族) 단위로 군집을 이루며 종족의 원로가 이끌고, 연맹 차원의 대규모 취락 전체

를 통솔하는 수장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반면에 지역공동체 결집의 구심체로

서 유력 조상의 묘를 기념물 차원의 조형물로 조영하기 시작했다.

울산의 청동기시대는 경주-포항과 같은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의

포항 호동 유적과 경주 어일리 유적도 각 단위 집단별로 1기의 세장방형의 대형

주구식 구획묘(周溝式 區劃墓, 도랑을 둘러 조영한 묘)가 분포한다. 그 기원은

영서지역이다.

주구식 구획묘와 대응하는 묘제로는 돌을 사용하여 구획하는 묘역식 지석묘

(墓域式 支石墓, 돌을 세워 조영한 묘)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영남의 송국리 문

화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주구식 구획묘와 묘역식 지석묘의 분포는 뚜렷하

고 이 양자가 겹치는 경주(석장동 유적)와 사천(이금동 유적) 등지에서는 주구식

구획묘가 이른 시기에 설치되고 그 상부에 묘역식 지석묘가 조영되는 경우가 밝

혀졌다. 두 형식의 무덤이 중복된 것은 하층의 무덤이 상층의 무덤으로 파괴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결국 집단의 교체를 의미하는 자료이고, 이 두 형식의 무

덤을 조영한 집단은 공간적으로도 분리되고 상호 대립적인 관계였음을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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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것은 수렵·채집 집단과 농경 집단의 대립의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구식 구획묘의 영역은 농경의 의존도에 대응하여 여전히 수렵·어로·채집

의 생계 형태에  의존하는 사회이고, 묘역식 지석묘 집단은 농경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회였다고 생각한다. 농경에 적합한 충적지가 발달하지 못한 한반도 동쪽

의 산지지역은 여전히 수렵·어로·채집이 주 생계수단이어서 생계의 터전인 산

을 비보(裨補, 약하거나 모자란 것을 도와서 채움)로 숭상하고 나무, 돌 등의 채

취를 금지했던 결과 조상 묘를 주구식 구획묘로 조영했다. 반면에, 비옥한 충적

지가 발달한 한반도 서쪽 평야지역은 산에 크게 의존할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

문에 나무, 돌 등의 채취가 어느 정도 자유로워서 조상 묘를 지석묘로 조영한 것

으로 생각된다. 

울산지역에도 적으나마 지석묘가 알려져 있지만 이는 청동기시대 후기에 대

구 지역에서 경주와 울산에 묘역식 지석묘가 유입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후기이지만 여전히 수렵·어로·채집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것은 동북형 석도

와 마을 또는 경작지 주변에 설치된 함정유구 그리고 연어 등의 회귀성 대형 어

류용의 그물추인 대형 어망추이다. 또 하나는 주거지 내의 노지가 직경 1m를 넘

는 경우이다. 어떤 경우에는 소형 주거지에 대형 노지가 설치되어 노지의 기능

이 가옥의 용도인 것처럼 보이는 예도 있다. 일반적인 주거용 주거지에서의 소

형 노지와는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이 분명한데, 육류의 훈증용 가옥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특히 동북형 석도는 강원도의 산지와 동해안 지역에 분포하며, 영남

에서도 동해안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데, 이 석도는 중국 북방과 연해주가 중심

지이며, 아무르 강의 수렵·어로 주민에게는 동물의 고기나 가죽을 해체하거나

조리할 때 사용되는 특이한 형태의 도구이다. 주로 동해를 둘러싼 환동해문화권

에 분포하며, 연어와 같은 회귀성 어류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수렵·채집문화의 동향을 따라가면 환호(環濠, 해자로 빙 둘러싸인 공간)의

경우도 농경문화가 우세한 송국리 문화권보다도 울산-부산-창원-진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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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수렵·채집문화 전파로에서 발견된다. 환호는 취락의 방어시설 혹은 구획

시설 등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연암동식 주거지나 주구식 구획묘는 매장된 개인

을 둘러싼 것이지만, 환호는 집단을 둘러싼 구조물인 점이 상통하는 요소이다.

방어의 기능은 후기가 되면서 지역 재편성을 통한 혼란―집단 간의 충돌―이라

고 추정하기도 하지만, 청동기시대 사람 혹은 초기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집단

과의 충돌에 대비한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반하여 북구 연암동 환호

유적, 송정동 유적, 온산 명산리 유적, 언양 교동리 유적 등에서 확인된 소규모

환호는 내부에 1~2동의 소형 주거지나 수혈(竪穴, 땅 표면에서 수직으로 파내

려간 구멍)만이 있다. 아니면 빈 공간으로 남겨져  환구(環溝)로 불리는 곳이 있

는데, 제의(祭儀) 시설로 보인다. 이 환구의 출현은 이미 중국 북방에서 전파된

새로운 점토대토기문화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이 시기에도 새로운 생계 유형

이 전파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검단리 문화의 종말을 고한 계기가 된다. 

수장사회의 성립

청동기시대 후기 서기전 9세기경이 되면, 울산지역은 검단리 문화권이 형성

된다. 이 문화권은 내륙부의 송국리 문화에 대응하는 문화로, 포항 남부-경주-

울산-양산 북부의 권역을 가진다. 이 문화는 그 맥락을 살피면 강원도 지역의

흔암리 유형이 전파되어 전기 후반이 되고, 다시 발전한 것이 후기, 즉 검단리 문

화이다. 그래서 주거지도 2열 주혈식의 울산식 주거지이며, 토기의 문양은 흔암

리식 토기가 분화된 단독문을 구성하고 있다.

후기가 되면서 울산의 주거지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태화강의 지류

이며, 경주로부터 울산으로 들어오는 통로인 동천강의 양쪽 구릉에는 빈틈없이

후기의 취락이 형성된다. 그리고 전기 후반의 취락도 후기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이 시기의 취락의 특징은 취락 단위마다 주거지의 비율이 1동의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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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중형-다수의 소형으로 구성되며, 대형 주거지는 특정한 장소에 입지한

다는 점이다. 이것은 가옥의 규모가 사회적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며, 거주지도

한정된다는 점을 뜻하는 것으로, 사회의 수장이 출현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검단리 유적과 그 주변의 여러 유적들을 살펴보면, 수장의 출현은 많은 사회

적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주변 중·소형 규모의 취락을 끌어들여 지역공동체를

편성한 다음, 종족의 시조나 유력 개인의 묘역을 만들고 조상신을 모시는 의례

를 통해 공동체의 지연적 결집을 도모했다. 또한 공동체의 결집을 위하여 다른

공동체 간의 차이를 드러내어 정체성을 갖고자 했을 것이다. 울산지역 내에서각

지역공동체의 정체성은 찾지 못했으나, 부산이나 마산, 진주, 대구 등의 광역에

서는 적색마연토기와 같은 제의용기의 지역색, 무문토기 문양의 지역색 등이 나

타난다.

수장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잉여생산물이 필요하고, 또 원거리 교역을 통

해 새로운 재화의 획득이나 재생산을 기획하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증가로 인해 기존의 수렵·어로·채집과 빈약한 농경활동으로는 식료를 충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울산의 경우는 사행상 하천에서 형성되는 양호한 충적지와

같은 경작지가 부족하여 도입된 것이 곡간(谷澗, 산골짜기에 흐르는 내)을 이용

한 논이었다. 현재 청동기시대 논의 발견은 울산이 가장 많다. 이것은 식료 획득

의 보완책으로 논농사가 적극적으로 도입된 까닭일 것이다.

울산에서 발굴된 청동기시대의 논은 방형상의 논 면을 가진 소구획 논과 계

곡부에 1m 전후의 폭으로 조성된 계단식 논으로 나뉜다. 그렇다고 해서 논의 면

적이 충분히 넓어서 일용한 식량으로써 자급자족된 것은 아니고, 제의용이라든

가 한정적인 식료로써 이용한 정도로 매우 적은 양의 생산이라고 추산된다. 

동남해안권의 특징으로는 장식석검도 있다. 석검은 주로 무덤의 부장품으로

출토되며 신분의 상징물로 인식된다. 그런데 동남해안권에서는 주거지에서 출

토되며,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를 가진다. 마제석검이 청동검

을 모방한 것이라는 일각에서의 주장은 이 석검에서 유래하는데, 적어도 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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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 지구 청동기시대 논 발굴(1998)
울산에서 발굴된 청동기 시대의 논은 제의용 혹은 한정된 식료를 위해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식석검만은 청동검을 모방한 것임이 틀림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청동기시대 후

기가 되면서 중국 요서지역에서 시작하여 북한의 산지를 경유하여 동남해안권

에 도착하여 다시 남해안으로 전파된 일군의 문화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고, 이

또한 영남 내륙지역과는 다른 문화적 특징으로 삼을 수 있다. 

결국 청동기시대 후기가 되면서 수장권력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취락인 거점

취락이 등장하고 울산지역은 검단리 문화권을 형성하는데, 남한 내에서도 내륙

지역의 송국리 문화와 한강 강원도지역의 천전리 문화와 함께 지역 정체성을 갖

게 되었고, 이것은 자연환경에 적응한 생계 방식의 차이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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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초기국가, 
우시산국을 가다

주보돈  경북대학교

고대 울산의 중요성

울산은 널리 알려진 대로 외국의 선박이 무시로 드나들던 신라 제일의 국제

항구로서 왕도인 금성(金城)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금성에서 가장 멀리 떨

어진 동남쪽에 자리한 괘릉(掛陵)의 입구에 서역인(西域人) 모습으로 서서 무덤

을 지키는 우람한 체격의 두 무인상(武人像)이나 8세기 초 관문성(關門城)이 이

방면에 축조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9세기 후반 헌강왕(憲康王)

이 행차해 동해 용왕의 아들이라는 처용(處容)을 데려온 곳도 울산이었다. 신라

시대 울산이 차지하는 위상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사례들이다. 

6세기 후반, 진흥왕(眞興王)이 거대한 규모의 장육존상(丈六尊像)을 만들어

황룡사에 안치했는데, 이에 소요된 재료의 유입 통로도 울산이었다. 울산이 국

제항구로서 기능한 시점을 상당히 올려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고구려와의 관

계가 완전한 파탄을 맞아 한창 긴장감이 감돌던 자비왕(慈悲王) 10년(467), 대



대적으로 전함(戰艦) 수리에 나섰는데, 이 때 활용된 주요 군항(軍港) 또한 울산

이었을 듯하다. 신라는 6세기 왜와의 관계를 전담한 왜전(倭典)을 설치했거니와

그와 관련한 실무 관청을 둔 곳도 울산이었다. 바로 얼마 전 발굴을 통해 전모가

드러난 반구동 유적은 배를 대는 선착장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선박의 출입

을 통제하고 관리한 총지휘부가 있던 곳이었다. 이 또한 울산이 바다와 관련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를 뚜렷이 증명해준다.

그런 양상은 신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반구대 암각화(盤龜臺巖刻畵)

에 새겨진 수많은 고래를 비롯해 다양한 동물 그림, 천전리 서석(川前里書石)의

배 모양 그림은 울산의 그런 속성이 상당히 소급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울산

은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로부터 생활 전반이 바다 및 그와 연관된 문화와 떼려

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맺은 지역이었다. 

이처럼 바다를 주요 배경으로 삼은 울산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독립된 정

치세력, 특히 초기국가가 출현해 일정 기간 존속했다. 그렇지만 구체적 실태를

보여주는 기록은 드물고 국명만 겨우 전해질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초기국가의

형성 과정이나 구조 등에 대한 윤곽조차 그려내기 힘든 실정이다. 최근 몇몇 발

굴을 통해 약간의 고고자료가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전모를 밝혀

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한국고대사 전반의 흐름 속에서 울산지역 초기

국가의 성립과 구조를 대충 더듬어보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초기국가 출현의 배경 

국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똑같은 형식과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다. 한반도에 한정하더라도 북부와 중남부 두 지역은 큰 차이를 보였다. 북

부는 지리적으로 선진의 만주나 중국과 연결되어 국가 형성이 비교적 빨랐다. 반

면, 중남부는 그로부터 한참 멀리 떨어져 초기국가의 형성이 늦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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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정황을 염두에 두면서 울산지역에서 성립한 초기국가 형성의 향방을 간

단히 살펴본다.

한반도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인간이 살기 시작하고 이후 오랜 과정을 거치면

서 새로운 문화, 그를 보유한 주민이 끊임없이 유입되며, 진화 과정을 거쳐 정치

체(polity)의 모습이 점차 갖추어져 갔다.  각 지역에 정치체가 출현, 성장해 가

는 데에는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과 취락의 형성, 주변 세력과의 교통, 농기구의

발달 및 기술력의 향상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 그리고 계급 분화가 밑바탕에 깔

리게 마련이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혈연공동체는 약화되어 점차 지연성(地

緣性)을 띤 공동체로 바뀌고, 정치성이 강한 국가의 모습으로 진화해 갔다.  

한반도에서 정치성을 띤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큰 외형의 지석묘

(支石墓)를 근거로 흔히 이 때부터라 보고 있다. 지석묘 조영의 시작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서기전 1000년쯤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지석묘 조영을 곧장 국가 성립의 표지(標識)로 직결시키기는 곤란하

다. 그런 무덤을 만드는 능력을 보유한 인물이 어느 정도 정치적 실력을 갖추었

더라도 공동체적 성격이 여전히 강했기 때문이다. 지석묘에서 반출되는 유물은

빈약하기 이를 데 없고, 그나마 청동기와 같은 금속기보다는 석제품(石製品)이

주류를 이루는 실상이 바로 그런 사정을 증명한다. 그래서 지석묘 사회의 출현

을 초기국가의 성립과 곧장 연결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반도 중남부의 지석묘 사회도 오랜 기간 성장을 거듭했다. 바깥 세계와의

접촉·교류를 통해 선진문물을 꾸준히 입수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서기전 2세기 무렵 외부로부터 가해진 압력을 받으면서 급변하기 시작

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동강 유역권에서 준왕(準王)이 이끌던 고조선의 멸망

과 위만(衛滿)조선의 성립 등의 커다란 정치 변동으로 생겨난 유·이민이 대거

남쪽으로 몰린 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서기전 108년에는 위만의 손자 우거왕(右

渠王)이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동강 유역권에서

벌어진 두 차례의 왕조 교체와 멸망이라는 일대 사건은 남부 지역에 엄청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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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몰아온 주요 계기였다. 상당한 규모의 유·이민이 남쪽으로 이주함으로써

서서히 발전하던 기존 지석묘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파동을 배경으로 해서 여기저기에서 출현한 것이 바로 초기국가였다.

초기국가의 성립

유·이민의 대거 유입으로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서서히 성장의 길을 걷던 남

쪽의 한족(韓族)사회는 격심한 변화를 겪었다. 그 양상은 한결같지가 않아 지역

에 따라 달랐다. 이주민과 토착민의 결합 양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

었다.

첫째, 토착 지석묘 사회가 바깥에서 흘러들어온 주민과 문화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인 경우이다. 선주의 토착민은 새로운 이주민과 문화를 적절한 수준에서

받아들임으로써 자체 변신을 도모했을 터이다. 둘째, 선진의 문물을 보유한 유·

이민이 경험을 발판으로 국가의 조직체계를 갖추어 나간 경우이다. 셋째, 선진

문물을 보유한 유·이민이 기존 토착사회를 일방적으로 복속한 경우이다. 당해

토착사회가 강하게 맞섰을 것이나 인적·물적인 열세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그

예하로 편입되었을 터이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 양상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전반적으로 지석묘 사회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목관묘(木棺墓) 사회로의 전

환이 급속히 이루어졌음은 분명하다. 영남권에서는 그 시점을 대략 서기전 2세

기 후반 무렵으로 보고 있다. 

목관묘는 지석묘와 달리 발달한 청동기와 함께 철기를 동반한 새로운 금속

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다. 목관묘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각지에 정치공동체인

읍락(邑落)이 만들어지고 그들 간의 결속이 이루어짐으로써 초기국가가 본격 출

현했다. 현재까지의 고고자료에 의하는 한 한반도 남부지역에서는 이를 목관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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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뒤이어진 목곽묘(木槨墓) 문화와 직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기전 2세기 후반 무렵 새로운 목관묘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한 초기국가는

내부적 욕구로 대외 교섭과 교류를 진행하고, 자체 방어라는 공동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해 한층 더 큰 규모로 결속을 도모했다. 그 결과 성립한 것이 바로 진한

(辰韓)과 변한(弁韓)과 같은 초기국가의 연합체, 연맹체였다. 연맹체는 강력한

결속체가 아니라 자체의 필요에 따라 입출(入出)이 비교적 자유로운 경제적 성

격의 느슨한 조직체였다. 낙동강 수로(水路)를 교통로로 이용하는 국가가 변한

에 속했다면 낙동강의 상류와 동해안 수로를 이용하는 국가는 대체로 진한에 속

했다. 그렇다고 진한과 변한의 경역이 확연히 구별된 것은 아니었으며, 구성 세

력 또한 항상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스스로 소속

을 선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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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대 유적 발굴 조사(부산대박물관)
이 조사에서 세발 달린 청동솥을 비롯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를 보면 이 일대에 유력한 정치세력이 존재했음을 알수 있는데, 우시산국의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기국가의 구조

이상과 같이 서기전 2세기부터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국가의 구

체적 실상은 기록상의 미비로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고고학적 양상으로 보아 당

시 국가가 아무런 내부 변화 없이 그대로 지속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내부의

성쇠를 거듭했으며, 지배세력의 교체도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다. 진한과 변한의

구성세력이 때때로 달라졌음은 극히 단편적 기록으로도 충분히 입증된다. 그들

이 약간이나마 구체성을 띠고 기록상 등장하는 것은 3세기 전반의 사정을 전하

는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의 ‘한조(韓條)’를 통해서이다.

이에 따르면 진·변한은 모두 24개국이었지만 당시 각각 비등한 수준의 12국

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 모두가 한데 뒤섞여 존재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권역이 확연히 나뉜 상태는 아니었다. 개별 국가들의 존립 기초는 읍락(邑落)이

었다. 읍락은 정치적 중심부인 읍(邑)과 주변부인 여러 낙(落)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하나의 국도 그와 비슷해 여러 개의 읍락으로 구성되었다. 초기국가의 읍

락 수와 규모는 한결같지가 않았다. 읍락이 하나뿐인 특수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략 평균 3~4개로 이루어졌고, 그들 사이의 강약이나 우열은 자연히 읍락의 수

로 결정되었다. 읍락 가운데 정치적 중심지로 기능한 곳은 각별히 국읍(國邑)이

라 불리었다. 각 국읍에는 최고 지배자인 주수(主帥)가 거주하면서 여러 읍락을

이끌었지만, 그래도 읍락의 독자성이 매우 강했다. 읍락은 말할 것도 없고 국읍

의 주도 세력도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변동 등 상황 여하에 따라 교체

되기도 했다. 진한과 변한의 소속 국가도 마찬가지였다. 그들 내부에는 대내외

적으로 연맹체를 대표하는 맹주가 각각 있었다. 3세기 무렵 진한은 경주의 사로

국(斯盧國)이, 변한은 김해의 구야국(狗邪國)이 맹주였다.  

울산에도 지리적 위치로 보아 3세기 무렵 초기국가가 존재했다. 울산 권역

내에 다수의 청동기 취락 유적과 논밭 유적, 그리고 대대리의 하대, 다운동, 대

안리 등의 목관묘와 목곽묘 유적은 그런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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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명이 보이는 《삼국지》의 진·변한 24국 가운데 어느 것이 울산에 해당하는지

뚜렷이 가늠하기는 힘들다. 지리상으로는 진한에 속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들

12국 가운데 염해국(冉奚國)을 울산에다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달리 확증할

만한 근거는 없다. 따라서 울산으로 비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달리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우시산국의 향방

이처럼 3세기 전반의 사정을 전하는 《삼국지》에서는 울산에 소재한 초기국

가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삼국사기》에는 단편적이나마 그를 추정할 만한 기

록이 보인다. 논의를 진행하기 쉽도록 잠시 원문을 번역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거도(居道)는 그 족성(族姓)을 잃어버려 어디 사람인지 모른다. 탈해이사

금을 섬겨서 간(干)이 되었다. 이 때에 우시산국(于尸山國)과 거칠산국(居柒

山國)이 인근 경계에 끼어 있어 자못 나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었다. 거도는

변경의 관리가 되어 가만히 그들을 집어삼킬 뜻을 품고서 매년 한 차례씩 군

마(群馬)를 장토(張吐)의 들판에다 모아 병사들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리면

서 놀고 즐기게 했다. 이 때 사람들이 (거도를) 마숙(馬叔)이라고 일컬었다.

두 나라 사람들은 (말을 타고 즐기면서 노는 일을) 신라의 일상적 일이라 생

각하고서 괴이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에 (거도는) 병마를 일으켜 두 나라가

뜻하지 못한 틈을 쳐서 멸망시켰다. 

《삼국사기》 권44, 〈열전 거도전〉

이 기사에 보이는 우시산국은 울산의 초기국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대

상이다. 우선 우시산국은 사로국과 인접해 있으며 바로 곁에는 거칠산국이 자리

한 점이다. 거칠산국은 오늘날 부산의 동래에 중심지를 둔 국가였다. 따라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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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산국은 경주의 사로국과 동래의 거칠산국 사이에 끼인 곳이므로 위치상 울산

을 제외하고는 달리 상정하기 어렵다. 우시산국을 《삼국사기》 권45 〈열전 석우

로전(昔于老傳)〉에 보이는 우유촌(于柚村)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지만 경북 울

진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훨씬 유력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나 〈지리지〉에 울산의 초기국가와 관련한 기록은 없

다. 그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신라가 원래의 국가 구조를 바탕으로 해서 군현을

재편성한 사실에 잠시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초기국가의 구조를 이

해할 만한 흔적이 이따금씩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우시산국과 관련

해 주목되는 것은 〈지리지〉의 동안군(東安郡)과 임관군(臨關郡)이다. 

동안군에는 군치(郡治) 외에 또 하나의 영현으로 우풍현(虞風縣)이 보인다.

우풍현은 본래 우화현(于火縣)이었는데, ‘화(火)’의 훈(訓)은 ‘불’이므로 당시 벌

판을 나타내는 ‘벌’을 그처럼 표기한 것이다. 울산이나 울주(蔚州)란 지명은 신

라시대에는 보이지 않고 고려시대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아 우벌이나

우시산이 군현 재편 과정에서 그처럼 한문식으로 고쳐지면서 만들어졌다고 하

겠다. 

그렇게 보면 우시산국의 정치적 중심지인 국읍은 우화현, 즉 우벌현이었을

공산이 크다. 이 지역은 현재 웅촌면 일대로 추정되는데, 3세기의 청동솥을 포함

한 다량의 유물이 나온 하대고분군은 그런 실상을 입증하는 데에 손색이 없다.

한편, 임관군에는 군치를 중심으로 동해안 쪽에 동진현(東津縣), 즉 율포현(栗

浦縣)과 내륙 쪽으로는 하곡현(河曲縣, 河西縣)이 동서로 자리했다. 둘 다 각각

신라 왕도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기능했다. 그 가운데 하곡현은 원래 굴아화촌

(屈阿火村)이었는데, 파사왕(婆娑王) 대에 신라가 취해서 현으로 삼았다고 한

다. 지리적으로 탈해왕 대에 우시산국이 신라에 복속될 때 굴아화촌도 함께 편

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이겠다. 그래서 당시는 아니지만 굴아화촌이란 명칭

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파사왕은 굴아화촌이 독자성을 부르짖고 반발하자

병력을 동원해 굴복시켰다. 굴아화촌이 촌으로 편성되기 이전에 따로 국명을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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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우시산국에 속한 읍락이었을 공산이 크다. 다

만 굴아화촌은 태화강을 끼고 있는데, 우시산이 회야강 유역권에 속하면서 서로

멀리 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때로는 서로 국가의 주도권을 다투는 경쟁관계였을

가능성도 크다. 그렇게 보면 우시산국이더라도 줄곧 하나의 정치권으로 완전히

결속된 것이 아니라 두 개의 작은 권역으로 나뉘어 서로 다투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해간 것으로 풀이된다. 고고학적 양상으로 보아 금성에 가까운 태화강 이북

지역은 일찍이 사로국에 편입되었을 공산도 크다.   

위에서 잠시 소개한 사료에 의거할 때 우시산국이 신라에 복속된 시점은 정

황상 탈해왕 대로 설정되어 있으나 그 기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여러모로 곤

란하다. 우시산국이 사로국에 복속당한 시점은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진한 내부

에서 정치적 통합운동이 본격화되는 3세기 후반 이후, 4세기 전반의 일로 보인

다. 우시산국이 《삼국사기》에만 등장할 뿐 《삼국지》에는 전혀 보이지를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정이 가능하다. 첫째, 《삼국지》가 쓰이기 이전에 이미

우시산국이 멸망했을 가능성이다. 둘째, 표기 방법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다른

방식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에 한조(韓條)의 우중국(優中國)

으로 비정될 소지가 없지 않다. 사로국에 바로 뒤이어 기록되었다는 점은 그를

방증해 주기에 충분하다. 셋째, 지배세력의 교체로 국명이 중도에 바뀌었을 가

능성이 있다. 넷째, 우시산이라는 국명은 당대에 실제로 칭한 것이 아니라 뒷날

사용된 지명으로부터 거꾸로 소급해서 만들어진 국명이었을 가능성이다. 

이상의 사례 가운데 현재로서는 둘째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진다. 이

들 국명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작위로 기록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

다. 사로국의 바로 앞에는 거칠산국의 일명으로 비정되는 변진 소속의 독로국

(瀆盧國)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도 아울러 참고가 된다. 그렇다면 우시산국은 곧

우중국으로서 거칠산국, 즉 독로국과 함께 신라에 복속·편입되었으며, 그 시점

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3세기 후반, 늦어도 4세기 전반으로 본 앞서의 설정과도

일정하게 맥락이 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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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울산은 
신라의 관문이었다

신형석  울산대곡박물관

항구도시, 울산

동해와 접하고 있는 울산은 오래 전부터 외부 세계와 접촉했다. 울산 남구 황

성동 세죽유적에서는 흑요석제 작살이 출토되었다. 이 흑요석은 일본 규슈(九州)

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배 그림이 몇 점 있다.

각각의 배에는 여러 사람이 타고 있다. 이 배를 타고 고래를 잡거나 주변 지역과

왕래했을 것이다.

울산 북구 달천 광산은 서기전 1세기부터 철광석 채광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

곳에서 낙랑계 토기와 왜(倭)의 야요이(彌生) 토기가 출토되었다. 왜인들은 울

산 바다를 통해서도 내륙으로 들어왔다. 울산지역은 일찍이 철기 등을 매개로

왜국 등과 교역했음을 알 수 있다. 

신라가 울산지역을 차지하고 나서 울산지역 포구를 항구로 활용했다. 왕경

에서 울산만까지는 거리가 멀지 않고 평지로 연결되어 이용하기 편리했을 것이



다. 울산만은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깊어 큰 배가 드나들기에 좋은 조건을 갖

추었다. 국내 운송에서도 해상을 이용했는데, 왕경으로 들어가는 물자를 울산

항구를 이용해 공급했을 것이다. 

신라의 외항, 울산

기록에서 신라시대 울산지역의 항구를 찾을 수 있다. 먼저 눌지왕 때 박제상

은 미사흔을 구출하기 위해 왜국으로 떠날 때 율포(栗浦)를 이용했다. 신라시기

울산지역은 여러 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율포는 모화군(문화군)

에 속한 촌(村)이었다. 경덕왕 16년(757) 율포촌은 동진현(東津縣)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율포촌의 범위는 울산 태화강 하류와 북구·동구 일원에 해당된다. 박제상이

신라를 배반한 것처럼 가장하고 비밀리에 왜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그가 이용한

항구는 율포촌 안의 어느 항구로 봐야 할 것이다. 이른 시기부터 왜국으로 가는

항구로는 울산지역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박제상의 도움으로 미사흔이 신라로 돌아올 때 울산지역 항구로 귀국했다.

눌지왕은 신하로 하여금 굴헐역(屈歇驛)에 나가 미사흔을 맞이하게 했다. 굴헐

역은 굴벌(굴화)과 관련되는 지명으로, 항구에서 가까운 역이었을 것이다. 이곳

은 울주군 범서읍 일원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 동축사 창건 설화에는 인도의 아육왕(阿育王, 아소카왕)이 보낸

배가 닿았다는 하곡현(河曲縣) 사포(絲浦)가 나온다. 진흥왕 30년(569) 황룡사

(皇龍寺)를 완성한 얼마 후에 큰 배 한 척이 사포에 도착했다. 배 안을 검사해 보

니 공문이 있고 장육존상(丈六尊像)을 만들기 위한 황철과 황금이 실려 있었으

며, 부처와 보살 모형 2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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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곡현은 본래 굴아화촌(현)이었는데, 경덕왕 16년(757)에 바뀐 이름이다.

사포는 하곡현에 있던 항구였다. 아소카왕은 인도의 첫 통일제국을 이룬 마우리

아 왕조의 3대왕으로, 불교를 옹호하고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한 왕이다. 서기전

3세기 인물로 진흥왕 대와는 연대 차이가 크다. 아소카왕이 황철 5만 7000근과

황금 3만 푼을 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장육존상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황철

과 황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러한 재료들이 외부로부터 울산에 있는 항구를

통해 조달되었다. 적어도 진흥왕 대에는 울산만의 항구가 왕경으로 물자를 공급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황룡사 장육존상 조성에서 울산이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라는 인도의 아소카왕이 이루지 못했던 석가삼존상(釋迦三尊像)

을 진흥왕 35년(574) 3월에 완성하여 황룡사에 모셨다. 울산의 동축사는 모형

삼존상을 봉안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은 사찰이었다.  

사포의 위치가 어디인지 궁금한데, 지금까지 그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그런데 태화강과 경주에서 흘러오는 동천(東川)이 만나는 곳에서 항구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다. 그것은 울산 중구 반구동 303번지 유적으로, 삼국~고려시대

의 생활유적과 목책·토성 등이 발굴되었다. 

삼국시대 유구로는 건물지 7기, 구덩이 유구 3기가 있다. 건물지 가운데 자

연 암반을 가공하여 건물의 초석을 만든 특이한 구조의 건물도 확인되었다. 이

건물은 바다와 강을 조망하기 좋은 장소에 입지하고 있던 누각 건물로 추정된

다. 이곳에서 7세기 전반의 연화문(蓮花文) 수막새가 대량 발견되었다. 

통일신라~고려시대 유구는 목책, 토성, 건물지 12기, 구덩이 유구 86기, 도

로 유구 1기, 구(溝) 8기, 우물 3기 등이 있다. 목책시설은 250m정도 조사되었

으며, 시기는 통일신라~고려 초에 해당된다. 2열로 조성한 이열목책(二列木柵)

이며, 목책열 사이 간격은 4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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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 유적 목책은 견고하게 세웠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임시 시

설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를 위한 성곽(城廓)의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반구

동 유적은 강변에 해당되지만, 목책 축조 당시에는 바닷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전남 완도의 장도 청해진(淸海鎭) 유적의 원목열이 해변에 설치된 사례

와 비교된다. 청해진 원목열은 만조에 물에 잠기고 간조에는 드러나는 지점에

조성되어 있으며, 청해진 방어 및 접안시설(배를 육지에 대는 시설)로 보고 있

다. 반구동 유적 목책은 기본적으로 성(城)이지만 항구와 관련된 기능을 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망루로 보이는 시설도 확인되었는데, 지름 45∼70cm 되는 원목을 사용했다.

1m 깊이로 구멍을 파고 목주(木住)를 설치했다. 목책과 망루에 사용된 목재를

분석한 결과, 대형 목재는 주로 밤나무와 소나무가 사용되었고, 횡대를 비롯한

소형 목재는 상수리나무와 밤나무·소나무·굴피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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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진에서 본 반구동 유적 위치(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반구동 유적은 강변에 위치하지만 목책 축조 당시에는 바닷가였을 가능성이 있다.



었다. 대형 목재의 수령은 100년 이상의 목재를 주로 사용했다. 중심 목주에 대

한 연대 측정 결과 9∼10세기 무렵으로 나왔다.

반구동 유적에서는 당나라의 개원통보(開元通寶)·청자·백자 등이 출토되

었다. 금분을 입힌 고급 청자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이곳이 무역항이

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연화문 수막새가 다량 출토된 점은 그곳에 있었던 건

물의 권위와 위상을 짐작하게 해 준다. 또한 둔태석(확돌)이 20여 개 출토되었는

데, 이것은 반구동 유적에 대형 창고 같은 특별한 건물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반구동 유적은 신라시대의 항구와 관련된 배후시설이었을 것으로 보

인다. 이 주변에 항구시설이 있었을 것이다. 현재까지 고고학 발굴 성과로 볼 때,

이곳이 사포(絲浦)로 추정된다. 고려시대에는 반구동에 목책 대신에 토성을 새

로 쌓았으며, 조선 초기까지 그 기능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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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동 유적의 목책 발굴·조사(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반구동 유적의 목책은 견고하다는 사실로 볼 때, 임시시설이 아닌 방어 및 항구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유사》의 동축사 창건 설화에서 보면, 사포 근처에 울산지역 최초의 사

찰이 세워졌다. 반구동 유적의 구릉에서 글자 있는 기와도 발견되었다. 진흥왕

대의 동축사가 이곳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축(東竺)은 인도를 가리키는 천축(天竺)에 대응하는 동쪽의 천축이란 의

미다. 신라인은 신라 불교가 불교 발상지인 서축과 대등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

었다. 신라인은 자신들이 사는 땅을 인도 못지않게 불교와 인연이 깊은 불국토

(佛國土)라고 믿었다. 나아가 아소카왕이 조성에 실패했던 불상을 신라인이 완

성했다는 데서, 동축이 서축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표출했다. 이러한 동축의

한 부분에 태화강 유역 항구가 포함되었다. 

또한 선덕여왕 때 자장(慈藏, 590~658)이 당나라에서 귀국하면서 들어온 곳

도 사포였다. 백제 의자왕의 침공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는 자장의 귀국을 요

청했다. 자장은 선덕여왕 12년(643) 석가모니 진신사리와 불경·불상 등을 가지

고 귀국길에 올랐다. 서해 항구가 포위된 상태여서 바닷길을 통해 울산 쪽으로

들어왔다. 

자장은 당나라 태화지에서 만났던 용(龍)이 신라 경기(京畿) 남쪽 언덕에 정

사를 지어주면 은덕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을 제시하면서 태화사(太和

寺)를 지었다. 태화사에는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모셨다. 태화사 앞을 흐르는 강

에는 용이 머무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곳은 황룡연·용금소로 불렸다. 태화사

는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보관했을 정도로 사찰의 격이 높았다. 태화사와 관련이

있는 유물은  ‘울산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보물 제441호)’이 있다.

사포는 일본 규슈(九州) 북단 후쿠오카(福岡)에 있던 대외 교섭 공식 창구인

대재부(大宰府, 다자이후)와 비교할 수 있다. 대재부는 고대 한국·중국과의 교

섭을 관장하던 국가기관으로, 신라 사신(使臣)이나 무역상이 일본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사무를 보는 곳이다. 이 유적은 1990년대에 대대적인 조사를 거쳐 정

비가 이루어져 있다. 홍려관(鴻臚館)은 대재부에 속한 기관으로, 신라와 당의 사

신과 상인들을 접대하거나, 일본이 신라·당에 파견하는 사신단이 출입국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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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을 하던 영빈관이다. 사포에는 대재부의 홍려관 같은 건물들이 있었을

것이다.

6~7세기 신라의 관문 역할을 한 주요 항구는 사포였다. 이곳에는 항만시설

과 외교와 무역을 담당한 관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입국 심사를 하는

기관이 있었을 것이다. 

진평왕 43년(621) 이전까지 신라에서 외교 업무를 담당하는 관서는 왜전(倭

典)이었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교류가 진행되면서 외교관서 이름을 영객전(領

客典)으로 바꾸었다. 이것은 신라의 외교가 621년 이전까지는 주로 왜국과의 교

섭이 중심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왜전은 울산지역 항구 사포와 밀접한 관

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 왕경을 지킨 울산

신라의 해상 활동은 지증왕 6년(505) 선박의 이용을 제도화한 것과 지증왕

13년(512) 우산국(울릉도) 복속, 진평왕 5년(583) 선부서(船府署) 설치 등을 보

면 6세기에 들어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진흥왕 대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나서부터는 중국으로 가는 항구는 서해 당항성이 되었다. 왜국과 왕래하는 등

동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울산의 항구를 이용했다. 사포 항구에는 군사 목적의

전선도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울산이 신라의 관문 역할을 하면서 적이 왕경 경주로 쳐들어오는 통로로 삼

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겼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성덕왕 21년(722) 관문성(關

門城)을 축성했다. 성벽은 울산과 경주의 경계를 따라 12km나 되는데, 조선시

대에는 이를 만리성(萬里城)이라 불렀다. 관문성은 사적 제48호로 지정되어 있

다. 관문성 축성을 통해서도 신라시대 울산지역이 왕경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

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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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항구에는 왜인·중국인 외에도 서역인(西域人)도 왕래했을 것이다. 울

산과 가까운 경주시 외동읍의 원성왕릉(괘릉)에 있는 서역인처럼 생긴 무인상

(武人像)을 보면, 서역인이 울산을 통해 왕경으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중

세 아랍 문헌에는 이슬람교도가 신라에 내왕했다는 기록이 있다. 원성왕릉의 무

인상은 보물 제1427호로 지정되어 있다.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에 있는 울주 천전리 각석(국보 제147호)의 하단부에

보면 신라인이 그린 배 그림이 있다. 이것은 울산지역 항구를 통해 바다를 다녔

던 배를 그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울산에는 바닷길에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신앙 공간도 있었다. 앞서 살

펴본 사포 근처에 있던 동축사도 그런 사찰 가운데 하나였을 것이다. 《삼국유

사》에는 고려시대에 굴불지(屈弗池)의 용이 황제의 꿈에 나타나 영취산에 약사

도량(藥師道場)을 개설하여 바닷길을 편안하게 해 줄 것을 청했다는 기록이 있

다. 굴불은 굴벌·굴화로, 울산지역이다. 영취산은 영축산으로도 발음하는데, 현

재의 문수산을 말한다.

북구 어물동에는 마애여래좌상이 있다. 좌우 협시는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며, 본존은 약사여래로 추정된다. 이 불상들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점으로 보

면 바닷길의 안전을 바라는 신앙 공간으로 조성하여 활용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 

고려가 건국되고 수도가 개경으로 옮겨가면서 울산지역의 외항으로서의 역

할이 쇠퇴했다. 그러나 조선 초기 삼포(三浦) 개항지의 하나로 염포(鹽浦)가 선

정되면서 다시 항구로서 울산지역은 주목받게 되었다. 염포는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일원이다. 염포는 중종 5년(1510) 삼포왜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과의

무역항으로서 일본인이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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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동 마애여래좌상(울산시 유형문화재 제6호)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은 바닷가 근처에 위치한 점으로 보아 바닷길의 안전을 바라는 신앙 공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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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성종은 왜 
울산을 순행했을까

구산우  창원대학교

성종의 울산 순행과 불길한 전조 

고려의 6대 임금 성종은 재위 16년 8월에 수도 개경(開京)을 떠나 멀리 한반

도의 동남쪽 끝으로 순행을 떠났다. 목적지는 동경(東京), 즉 지금의 경주(慶州)

였다. 경주에 간 성종은 순행을 수행했던 여러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선물

을 나누어주었다. 성종이 베푼 연회에는 개경에서부터 수행했던 중앙 관리뿐 아

니라 경주에 파견된 지방관과 토착 향리들도 참여했다. 아울러 성종은 그동안의

노고를 포상하기 위해 중앙관과 지방관들에게 훈계(勳階)를 올려주었다.

성종은 경주의 의부(義夫), 절부(節婦), 효자(孝子), 순손(順孫)들을 뽑아서

그들의 행적을 기리는 정려문(旌閭門)을 만들고 역시 그들에게도 선물을 하사

했다. 성종은 이전에도 유교적 기본 덕목인 충과 효를 선양하는 데 필요한 인물

을 전국적으로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그의 통치 이념이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과시한 적이 있었으므로, 경주에서 시행한 조치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성종은 죄수의 죄를 경감하는 사

면령을 반포했다.

성종의 울산 행차는 경주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루어졌다. 여기서 성종은 평

상시에는 일어날 법하지 않은 다소 희귀한 사건을 경험했다. 그런데 이 경험은

그 자신에게 곧 닥쳐올 죽음을 예시하는 불길한 징후로 받아들여졌다. 성종은

울산에 행차하여 태화루[大和樓]에 올라서, 경주에서 했던 것처럼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보한집》에 따르면 최자가 살던 시대까지 태화루에서 열린 연

회에서 성종과 신하와 주민들이 읊었던 시편이 전해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때마침 바다 가운데에서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것이 곧 성종에게는 죽음의

예시로 비쳐졌다.

울산에서 성종은 불길한 예감을 느껴 곧 개경으로 돌아갔으며, 다음달인 10

월에 큰 병에 걸려서 목종(穆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즉시 개경에 있는 내천왕

사(內天王寺)로 옮겨서 요양했다. 성종은 죽음에 임박하여 왕융을 불러서 유언

을 남기고 38세의 창창한 나이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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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된 태화루의 현재 모습
고려 성종은 울산에 행차하여 태화루에서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울산 나들이의 정치적 배경  

성종은 친가는 물론 외가나 처가 쪽으로도 경주와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성

종의 세 번째 비인 연창궁부인(延昌宮夫人) 최씨(崔氏)의 출신지가 경주인데,

최씨는 성종 생전에는 비(妃)가 아닌 궁인(宮人)이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성종

에게 경주가 명실상부한 처가의 연고지로 인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이 머나먼 경주와 울산에 행차한 까닭은 무엇일까.

성종이 왕위에 올라 죽기까지 그가 추진했던 정치적 과제와 이로 인해 그가 겪

고 감당해야 했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성종의 경주·울산 나들이의 배경을 이해

할 수 있다.

성종(成宗)은 묘호(廟號)가 말해주듯, 고려 왕조의 유교적 기틀을 세운 군주

이다. 이는 고려 후기 성리학 도입에 큰 공을 세운 저명한 유학자이자 관료인 이

제현(李齊賢)이 지은 역대 고려 국왕에 대한 사찬(史贊)에서 성종의 으뜸가는

치적을 가리켜 “종묘(宗廟)를 세우고 사직(社稷)을 정했다”는 평가에서 단적으

로 알 수 있다. 고려 초기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골육상쟁의 피바람

을 잠재우고 왕권 강화의 기초를 다진 광종(光宗) 대의 정치 기반 위에서 순조로

운 왕위 승계를 통해 왕위에 올랐던 성종은 즉위 초부터 유교 체제 정비를 정력

적으로 추진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중앙의 5품 이상의 전체 고위 관리들

에게 시급히 개혁해야 할 과제와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

들의 도움을 받아 개혁에 착수하는 개혁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이 때 채택

된 개혁안이 그 유명한 최승로(崔承老)의 〈시무책(時務策)〉이다. 성종은 그동

안 정계의 중심에서 다소 비켜서 있던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중심의

개혁안을 실천했으며, 대외적으로 유교 개혁의 모델을 송(宋)과의 외교를 통해

입수한 문물제도에서 구하려고 했다. 이후 성종 대의 개혁 상황은 정치, 사회, 종

교 등 제반 영역에서 유교 체제 정비의 국면을 맞이했다. 송에서 수입된 제도를

기준으로 유교 체제 정비를 시행한 결과, 종교와 사회 등에서 오랫동안 지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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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던 고려의 전통적이고 토착적인 문물제도가 혁파되거나 축소되는 결과가 빚

어졌고, 이에 반발하는 정치세력의 불만이 점차 커져가고 있었다.

내부에 잠복해 있던 정치 갈등의 씨앗이 성종 12년 5월에 일어난 거란의 1차

침공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가 흔히 서희(徐熙)의 외교 담판으로 기

억하는 내용에 따르면, 겉보기로는 고려가 거란과의 1차 전쟁에서 마치 이긴 것

처럼 각인되어 있으나, 사실을 들여다보면 고려는 이 전쟁에서 명백히 패배했

다. 위급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서, 조정 내부에서는 국

토의 일부를 떼어주자는 할지론(割地論)과 조건부 대응 방침 결정론 등 많은 정

치적 쟁점을 둘러싼 심각한 논란이 빚어졌다. 그 결과가 서희 세력이 주장한 대

로 외교론에 의한 대처 방안이 채택되어, 결국 양국 사이에 화의가 성립되었다.

조정 내부의 긴급한 회의에서, 그동안 중국을 모델로 한 유교 체제 정비의 추진

과정에서 폐지되거나 축소되었던 고려 전통의 관습과 팔관회(八關會) 등 대표

적 불교 행사가 복구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 과제로 제기되어, 그런 방향으로 대

내 정책의 전환이 있었다. 대외적으로는 거란의 요구대로 송과의 사대 외교관계

를 단절하고 그에 대신하여 거란에 사대하는 방향으로 급격한 외교 노선의 전환

이 이루어졌다.

성종의 경주·울산 행차는 고려 사회에 불어 닥친 이런 대내·외적 정책 전환

이 마무리되고, 고려 사회가 안정을 다시 되찾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그가 그동

안 개혁 군주로서 얻었던 성과와 동시에 그로 인해 겪어야 했던 내부의 반발, 그

리고 거란 침공이라는 밖으로부터 강한 압박 속에서 느껴야 했던 고초를 잘 이

겨낸 평화로운 시점에 맛보고자 했던 자기 치유, 즉 힐링의 방편으로 울산, 경주

나들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 힐링의 방편이 도리어 그에게 죽

음을 앞당긴 불행한 선택이 되고 말았던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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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은 농민 봉기에서 
어떤 세상을 꿈꾸었을까

구산우  창원대학교

고려 무인정권 시기에 지배체제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났다. 고려

전기 지배체제를 주도하고 국정 운영을 좌우하던 문신들을 타도하고 권력을 잡

았던 무인의 권력 독점과 수탈에 반발하여, 먼저 문신들이 중심이 된 이른바 ‘반

무신란(反武臣亂)’이 일어났는데, 지역적으로 개경 이북에 있는 고려의 서북 지

역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조위총(趙位寵), 김보당(金甫當)의 난이 바로 그것이

다. 여기에는 조위총과 김보당 등 고위 문신 관료뿐 아니라 서북 지역의 중간 지

배층과 주민이 광범위하게 가담했다. ‘반무신란’이 일어난 이후 지방의 중간 지

배층 및 일반 농민, 노비 등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 계층이 무인정권

에 항거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무인정권에 반항하는 이른바 농민·천민의 봉

기는 세계 제국을 건설한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는 대몽항쟁기까지 지속되었다.

농민·천민의 봉기는 전국에 걸쳐 일어났다. 농민·천민의 항쟁 속에는 고려에

의해 통합되었던 신라와 후백제를 다시 부흥시키려는 삼국 부흥운동이라는 정

치적 지향과 결합되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도에서 농민·천민의 봉기가 일어난 곳은 경주(慶州), 청도 운문(雲門),

울산 초전(草田), 밀양, 진주 등이었다. 울산 초전에서 일어난 농민·천민의 봉기

는 두 가지의 특색이 있다. 먼저 울산 초전의 봉기는 이웃하는 운문, 경주의 항

쟁과 연합하거나 연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고, 지역적으로도 그 일부 세력이 경

상도 경계를 넘어 강원도 강릉 지역까지 그 여파가 미쳤다는 점이다. 그리고 당

시 최고 권력자였던 경주 출신의 이의민(李義旼) 및 신라 부흥운동과의 관련 속

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울산 초전에서 일어난 봉기를 이끈 인물은 효심(孝心)이다. 역사 기록은 효

심이 주도한 울산 초전 봉기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명종(明宗) 23년(1193) 7월에 남적(南賊)이 벌떼처럼 일어났는데, 이 가

운데 세력이 큰 인물로서 두 사람이 있었다. 김사미(金沙彌)와 효심은 운문과

초전을 각각의 근거지로 삼아 망명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 고을을 노략질하고

있었다. 명종이 이 소식을 듣고 근심이 되어 대장군(大將軍) 전존걸(全存傑)을

시켜 장군(將軍) 이지순(李至純), 이공정(李公靖), 김척후(金陟侯), 김경부(金

慶夫), 노식(盧植) 등을 데리고 가서 남적을 진압하게 했다.

여기서 남적이란 개경 이남에서 봉기한 농민·천민 반란군의 총칭이다. 운문

은 청도 운문사 일대를 가리키고, 초전은 울산에 있는 지명이다. 운문의 농민군

을 지휘한 김사미는 그 이름이 사미승(沙彌僧)을 뜻하는 사미라는 점에서 하급

승려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고, 효심도 성씨가 없다는 점에서 평민 이하의 신분

으로 판단된다. 김사미가 운문 일대 농민 봉기의 주도자로 떠오른 것은 운문사

의 넓은 사원전을 경작하는 노동력을 담당했던 전호와 수많은 신도의 존재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를테면 운문사의 수많은 신도와 사원전 경작자들을 지휘하

는 데에 김사미는 매우 적합한 인물이었다. 여기에 더해 위의 기록에 나오듯이,

망명자(亡命者)로 일컬어지는 사람들, 즉 무신 지배자의 수탈을 이기지 못해 본

래 살던 근거지를 떠나서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체제에 저항하는 부류가 이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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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담했던 것이다. 효심도 망명자로 지칭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체제에 저

항했다. 이 두 세력은 지역적으로 가까워서 서로 연합하여 무인정권에 저항했

다.

효심과 김사미의 농민군을 진압하는 임무를 띠고 중앙에서 파견된 부대의 사

령관인 전존걸은 지략과 용맹으로 이름난 장수였으나, 농민군 진압에 여러 번

실패하여 결국 자결하고 말았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은 전존걸이 통솔하던

부하 장수 이지순의 행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지순은 당시 무인정권의 최

고 권력자이던 이의민의 아들인데, 효심과 김사미의 농민군을 진압하러 와서 진

압은 커녕 도리어 그들과 내통했다. 그리하여 진압군의 기밀 정보가 농민군에게

번번이 새어나간 탓에 전존걸의 진압군이 연달아 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지순이 효심과 김사미의 농민군과 내통한 까닭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이

지순이 지닌 끝없는 탐욕 때문이었다. 이지순은 재물에 대한 탐욕이 지나쳐서

효심과 김사미의 농민군에게 재물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 재물을 자기 수중에

넣으려고 그들과 결탁했다. 이지순은 농민군에게 의복, 양식, 신, 버선을 보내주

고, 농민군은 도적질한 금은보화를 이지순에게 보내주었다. 둘째는 신라를 부흥

하려는 생각을 가진 이의민의 정치적 야심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 이의민은 일

찍이 양쪽 겨드랑이에 붉은 무지개가 일어나는 꿈을 꾸고서 자못 자부심이 컸는

데, 이는 그가 왕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야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의민의

헛된 욕망에 기름을 부은 것은 당시 유행하고 있던 ‘십팔자위왕설(十八子爲王

說)’이라는 참언(讖言), 즉 유언비어였다. 十八子는 이의민의 성씨 李자의 파자

이므로, 십팔자위왕설은 곧 이씨가 왕위에 오른다는 유언비어였다. 

당시 유행하던 십팔자위왕설은 용손(龍孫)이 12대 만에 끊어지고 다시 십팔

자가 나온다는 내용이었다. 용손은 고려 왕실이 내세웠던 신성한 혈통 관념으

로, 용손 의식은 왕의 혈통이 용의 자손이라는 것이다. 당시 국왕인 명종은 19대

왕이었다. 이의민은 이런 사실들에 매우 고무되어 왕위를 바라보고, 약간의 탐

욕을 참으면서 이름난 인사를 등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주 출신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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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심으로 신라를 다시 부흥시킬 뜻을 가지고 효심·김사미 등과 내통했고, 효

심·김사미가 이의민에게 막대한 재물을 보내주었던 것으로 사서에 기록되어 있

다. 이런 아버지의 심사를 알고 있던 이지순이 농민군과 내통한 것은 어쩌면 당

연하지 싶다.

군사 기밀이 새어나간 탓에 연전연패할 수밖에 없었던 전존걸은 이로 인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 때 느낀 절박한 그의 심정에 대해 “만약 법으

로써 이지순을 다스린다면 그 아버지가 반드시 나를 해칠 것이요, 그렇지 않다

면 적이 더욱 성할 것이니, 죄가 장차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적과의 내통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저지른 자신의 휘하 장수

가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라서 군율로 다스리지도 못하는 진압군 사령관의 비통

한 심정이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다. 깊은 고민 끝에 독약을 마신 전존걸은 마침

내 자결이라는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전존걸 사후 무인정권은 계속해서 새로운 사령관이 지휘하는 중앙군을 파견

하여 농민군을 진압했다. 운문의 농민군을 지휘하던 김사미는 명종 24년(1194)

2월에 진압군 부대의 사령부에 와서 항복을 청했는데, 진압군은 그의 목을 베어

죽였다. 효심은 그 해 10월에 진압군에게 생포되었다. 김사미가 투항한 명종 24

년 2월 이후 그 해 10월까지 8개월 동안은 효심의 농민군만 지역에서 활동했다.

효심의 최후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는데, 아마도 김사미처럼 효수되어 저자거리

에 목이 내걸렸을 것이다. 

김사미가 항복하고 효심의 농민군만이 활동할 당시, 그가 이끈 농민군이 합

세한 부대가 강릉에서 활동할 때, 이를 진압하기 위해 파견된 정부의 진압군이

수천 명이었고, 여기서 죽은 농민군이 150여 명이었다. 또 다른 갈래의 농민군

은 밀양으로 이동하여 항전을 계속 이어갔는데, 밀양 저전촌(楮田村)에서 벌어

진 진압군과의 전투에서 농민군 7,000여 명이 죽고, 그 숫자만큼의 병기, 말과

소를 관군에 빼앗겼다. 이 전투가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김사미가 죽었으므로,

밀양 저전촌에서 벌어진 전투에 참여한 농민군의 대부분은 효심이 이끄는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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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것이다. 효심이 생포되기 직전에도 효심이 지휘하는 농민군으로 추정되는

항쟁 집단의 처자 350여 명이 관군에 체포되었다. 관군은 그들에게 얼굴에 먹물

을 넣어 죄인임을 표시하는 형벌을 내려서 오늘날의 황해도 지역으로 멀리 유배

보내고 그곳의 노비로 신분을 강등시켰다.

효심의 농민군이 항쟁을 벌인 1년 3개월은 유구한 역사에 비하면 너무 짧다

할 수 있겠으나, 역사에서 그 항쟁의 파장은 길다. 목숨을 내놓고 항쟁에 몸을 던

져야 했던 농민들의 신산한 삶이 그 밑바탕에서 작동하고 있었다. 농민군이 무

인정권에 진압됨으로써 항쟁의 열기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듯이 보이지만,

장기적인 역사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그 항쟁이 무인 정권의 가혹한 수탈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신분 해방의 역사를 열어가는 원천이

되었음을 이후의 역사 전개에서 알 수 있다. 무인정권 시기에 전국적으로 일어

난 농민·천민의 난 이후, 하층 신분에게 가해졌던 가혹한 족쇄가 점차 풀려가는

것으로 전개된 역사가 그 구체적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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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 집권기의 주요 민란과 경상도 지역의 민란
초전의 농민·천민 봉기는 운문(청도), 경주의 항쟁과 
연합하거나 연계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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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인들은 왜 
삼포에서 난을 일으켰을까

양상현  울산대학교

삼포의 개항

염포는 세종이 부산포, 제포와 더불어 일본에 개방한 3개 항구의 하나로 조

선의 대일관계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에 조선 정부의 묵인 아래

남해안에 정착해서 생활하는 일본인이 증가했다. 대부분 대마도 출신인 이들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조선 해안으로 진출하여 농사와 무역, 고기잡이를

하며 거주하고 있었다. 1410년에는 경상도에 거주하는 왜인의 숫자가 2,000명

에 달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이들을 통제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1407년에는

무역을 위해 들어오는 일본 선박을 부산포와 제포에만 입항하게 했다. 1417년

에는 염포에 만호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킨 후 1418년에는 경상도에 거주

하는 일본인을 염포와 가배량에 안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제대로 실

현되지 못했다. 1418년에 대마도주 소 사다시게(宗貞茂)가 죽고 그의 어린 아들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도주가 되어 왜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왜구가 다

시 창궐하여 충청도와 황해도 해안까지 침략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419년 대

마도 정벌을 단행함과 동시에 경상도 지역의 일본인들을 체포하여 각 지방으로

분산시켰다. 

이즈음 대마도를 자주 왕래하여 대마도 지리에 밝았던 이예는 세종 원년

(1419) 대마도 정벌 때 중군 병마부수(中軍兵馬副帥)로 선봉에 서서 길을 안내

하는 등의 공로를 세웠다. 세종때에도 이예는 조선인 포로 송환, 답례사신으로

도일(渡日), 조선으로 오는 일본인에 대한 통제책 논의 등의 활동을 했다. 조선

은 대마도주에게 조선 도항증명서발급권을 주어 대마도주로 하여금 조선으로

오는 일본인을 통제하게 하는 강력한 일본인 통제책을 마련하였는데, 이예는 이

제도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왜구가 크게 줄고, 대마도와의 관계가 안정되자 세종 5년(1423)에 부산포와

제포를 다시 개항하고, 세종 8년(1426)에 염포를 추가로 개항함으로써 세 항구

(삼포)가 대일 무역항으로 공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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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염포, 부산포, 제포)의 위치
조선 정부의 대마도 정벌(1419)이후 왜구가 크게 줄고 대마도와의 관계가 안정되자 
세종5년(1423)에 염포를 추가하여 삼포가 개항되었다.

염포(울산)

부산포
제포(진해)



삼포의 일본인들은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삼포 항거왜인 전체를 총괄

하는 자는 대마도에서 파견한 삼포대관(三浦代官)이었다. 삼포대관 밑에 각 포

구의 왜인들을 관리·통솔하는 왜추(倭酋)가 있었다. 삼포의 항거왜인들은 절을

설치하여 종교 활동도 하고 있었다. 1475년 제포에 11곳, 부산포에 3곳, 염포에

1곳의 절이 있었고, 각각 46명, 5명, 1명의 승려가 머물고 있었다. 삼포에 일본

인이 거주하고 일본 선박이 출입하자 이곳에서 활동할 조선인 통사(통역관)를

배치했다. 통사는 삼포의 수군 중에서 선발하여 교육했다. 처음 배치된 통사는

염포에 6명이고, 부산포와 제포에 각각 10명이었다. 

삼포에서 활동하는 일본인은 그 성격에 따라 호칭이 달랐다. 조선과 개인적

으로 무역하는 일본인을 흥리왜인(興利倭人)이라고 했고, 조선 땅에 거주하는

일본인을 항거왜인(恒居倭人)이라고 했다. 일본의 여러 세력이 파견한 공식 사

절을 사송왜인(使送倭人)이라고 했으며, 일본인이었다가 조선의 백성이 되어

호적에 편입된 사람을 향화왜인(向化倭人)이라고 했다. 

염포의 경관과 시설

염포는 울산만의 염포 만호진 옆에 자

리 잡고 있었고, 북동쪽에는 경상좌병영이

있어 염포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했

다. 염포의 위치와 시설은 《해동제국기(海

東諸國紀)》에 수록된 울산염포지도(1475

년 제작)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지도 북쪽

의 해안 쪽으로 항거왜인들의 주거지가 있

었고, 서쪽에는 왜관이, 동쪽에는 영청이

있었다. 왜관과 항거왜인의 주거지 사이에

는 사찰 한 곳이 있고, 왜관과 영청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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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제국기》 울산염포지도
울산염포지도에서 당시 대일무역항이었던 

염포의 위치와 왜인들의 주거지 등을 볼 수 있다.



는 방어진 목장이 있었다. 항거왜인의 주거지, 왜관, 영청을 에워싸고 왼쪽과 오

른쪽에 성벽이 있는데, 성문은 왜관 쪽에는 없고 영청 쪽에만 있었다. 이는 육로

를 통한 일본인의 출입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항거왜인의 집은 흙집으로, 벽과 지붕을 흙으로 두껍게 바르고 지붕 위에는

이엉을 얹은 형태였다. 왜관은 조선에 사절로 오는 사송왜인들을 접대하기 위한

관사이다. 사절단이 도착하면 조선의 관리가 맞이하여 왜관에서 접대하고, 귀국

할 때에도 이곳에서 환송 연회를 베풀었다. 

염포 항거왜인의 활동과 인구 

항거왜인들은 도항한 일본인에게 숙소와 음식을 제공하거나 주변 지역을 다

니며 장사를 하고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했다. 이

들은 본래 그 활동 범위가 포구의 5리(약 2km) 이내로 제한되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성종 24년(1493)에는 염포의 일본인들이 육로로 20리 떨어진 경상좌병

영 성 밑까지 함부로 들어가 장사를 하기도 하여 군사 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

기도 했다. 어로와 농업도 이들의 주요한 생활 수단이었다. 이들은 배를 타고 바

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잡았다. 

삼포의 개항 이후 항거왜인의 수가 늘어나자 세종 17년(1435) 조선 정부는

대마도주에게 양국 간에 합의한 인원을 초과하여 삼포에 거주하고 있는 항거왜

인들을 쇄환할 것을 요구했다. 대마도주는 쇄환을 희망하는 자는 데리고 갈 것

이며, 남기를 바라는 자는 조선 백성으로 편입시키되 자신이 보낸 60명은 계속

거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에도 삼포에 거주하는 항거왜인의 숫자는 계속 증가했다. 30년 뒤인 세

조 12년(1466) 삼포에는 446호 1,650명의 항거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성종

25년(1494) 삼포 항거왜인 총수는 525호 3,105명인데, 염포에는 51호 152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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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고 있었다. 

1466년부터 1494년까지 약 30년간 염포의 항거왜인 수는 삼포 전체 규모의

4.9~7%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같은 기간에 부산포는 15~20%, 제포는

73~81%에 이르렀다. 염포에 거주한 항거왜인의 수를 보면 일본인에게 염포는

삼포 중에서 살기에 가장 열악한 포구였음을 알 수 있다. 염포가 있는 울산은 다

른 지역에 비해 배후지가 좁고 인구가 적어 일본에서 가져온 물품을 판매하기

힘들었다. 낙동강 수운을 이용하는 데에도 불리하여 내륙의 물건을 모으기가 어

려웠다. 성종 16년(1485) 삼포를 살펴본 홍응이 “제포의 일본인은 집이 번성하

고 부유하며 의복도 아름다우나, 염포와 부산포의 일본인은 가난하기가 막심하

다”고 평가할 정도로 염포는 가난한 곳이었다.   

삼포왜란

사송왜인의 선박에 대해서는 대중소로 나누어 식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

으나 대부분 대선에 해당하는 식량을 지급받았고, 오랫동안 체류하여 조선 정부

가 지출하는 비용이 과다했다. 조선 정부가 식량을 지급하는 일본인이 1년에

5,000명을 넘었으며, 1490~1492년 3년 동안 삼포에서 지급한 곡물이 45,000

석에 이르렀고, 1508년에는 22,000석에 이르렀다. 사송왜인과 흥리왜인의 무역

활동도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되었다. 사송왜인들은 일본산 물품을 가지고 와서

조선 면포로 바꾸어 갔다. 그들 물품 중 조선에 필요 없는 것이 있어도 관례대로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막대한 양의 면포가 소비되었다. 더욱이 흥리왜인들이

사무역이나 밀무역을 통해서 가져가는 면포까지를 포함하면 조선 물가에 악영

향을 미칠 정도로 막대한 면포가 일본으로 유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흥리

왜인과 항거왜인이 각처로 다니면서 무역과 어업을 일삼아 경제 질서를 어지럽

히고 국방을 취약하게 했다. 일본인의 무역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자 조선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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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는 농업에 전념하지 않고, 일본 상대의 물품 제조 및 판매에 열을 올리

는 풍조가 발생하여 농본주의를 위주로 하는 유교적 경제 질서를 위협하기도

했다. 

조선 정부는 1500년을 전후하여 삼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사송왜인이

가져오는 물품 중 일부만 구입하고, 구입 가격도 내렸다. 선박의 크기 규정을 엄

격하게 적용하고, 식량의 양도 대폭 줄였다. 항거왜인들을 각종 부역에 동원했

다. 이에 불만을 품은 항거왜인들은 약탈을 자행했다. 1508년 항거왜인들이 가

덕도에 나무를 베러 갔던 조선인 17명을 살해했다.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중종 5년(1510) 4월 4일 제포에 거주하고 있던

항거왜추(恒居倭酋), 대조마도(大趙馬道), 노고수장(奴古守長) 등이 100여 척

의 병선과 4,000~5,000명의 무장한 왜인을 거느리고 성을 공격했다. 제포 일본

인들은 갑주와 활과 화살, 창검, 방패 등으로 완전무장하고 있었다. 동시에 부산

포와 염포에서도 항거왜인들이 합세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들은 삼포의 각 관리

들이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부산포 첨사는 소금과 기와를 굽는 데 사

용하는 땔감을 과하게 요구했고, 웅천 현감은 왜인들의 상업활동을 금하면서 급

료를 제대로 주지 않았으며, 제포 첨사는 고기잡이를 불허하면서 4명의 왜인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삼포왜란의 배후에는 대마도주가 있었다. 대마도주는 전쟁과 영지 축소로 발

생한 심각한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으로 눈을 돌렸고, 삼포의 왜인과 결

탁하여 난을 계획하고 대규모 군사를 지원한 것이다.  

난을 일으킨 왜인들은 부산포 첨사 이우증을 살해한 뒤 각 포소의 선박들을

모두 불태우고 철수했다. 대마도주는 요구 조건을 내걸고 화의를 요청했다. 조

선 정부는 5,000여 명의 진압군을 파견하여 대응했다. 거제도 해전에서는 왜선

100여 척을 크게 격파했다. 삼포왜란은 15일 만에 진압되었지만 조선 측의 피해

도 적잖아 272명이 살해되고 800여 호의 민가가 불탔다. 일본 측은 300여 명이

살해되고 100여 척의 배가 침몰하거나 파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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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왜란 후 염포는 대일 개항장으로서의 역할을 마감했다. 항거왜인들의 주

요 공격 대상은 일본인을 가장 억압한 부산포였으나, 이들은 다른 항구에서 응

원군이 올 것을 염려하여 제포와 염포의 군영들도 공격하여 배를 불태웠다. 그

러나 삼포왜란이 진압되기 전에 염포의 항거왜인은 다시 염포로 돌아온 것으로

보아 염포의 항거왜인이 삼포왜란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선 정

부는 이들을 왜구로 간주하고 거주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부산의 왜구와 합칠 것

을 우려하여 공격하지는 않았다. 

조선 정부는 삼포왜란을 진압하고 일본과의 통교도 단절했다. 1년 뒤 일본

막부정권이 사신을 파견하여 통교 재개를 요청하자 중종 7년(1512) 교역 조건

을 대폭 제한한 임신약조를 체결하고 교역을 재개했다. 일본인들은 더 이상 삼

포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고, 일본 선박의 정박지로 제포 한 곳만 허용되었다. 중

종 16년(1521)에는 부산포가 추가되었다. 그러나 염포는 끝내 다시 개항되지 못

했다. 염포에 설치되었던 만호진도 1544년 폐지되어 해군 기지로서의 기능도 상

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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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다

양상현  울산대학교

왜군의 침공과 울산 함락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관백(關白)에 취임한 직후인 1585년 9월에 해외 정벌

의사를 표명하고, 이듬해에는 조선과 명을 지목하여 정벌 의지를 구체화했다.

규슈 정벌을 마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87년 명에 대한 침공 계획을 구체적

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조선과 류큐(琉球, 지금의 오키나와)에 명 정벌

계획을 공식으로 전달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복속을 요구했다. 도요토미 히데요

시는 대마도주에게 조선 국왕을 속히 일본 천황궁에 내조시킬 것을 명령했다. 이

사실을 차마 사실대로 조선에 전할 수 없던 대마도주는 조선 정부에게는 도요토

미 히데요시가 일본 천하를 통일한 것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파견해 줄 것을 요

청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조선이 일본에 복속하는 사절단을 파견했다

고 보고하기로 작정했다. 당시 일본의 속사정을 알지 못했던 조선은 축하 사절

단을 파견했고, 1590년 11월 조선통신사를 복속사절로 이해한 도요토미 히데요



시는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할 때 조선이 출병하여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선

과 달리 류큐는 1589년 일본에 사절을 보내 복속과 입공을 받아들였다.  

1591년 8월 조선과의 교섭이 결렬되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2년 봄에 조

선을 침공할 것을 전국에 선포하고, 규슈 나고야에 성을 건설할 것을 명령했다.

1592년 1월 육해군 군대의 편성을 마쳤다. 원정 육군은 9개 군으로 병력은 모두

15만 8,700명이었다. 원정 육군과는 별도로 예비대 118,300명은 일본 본토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선조 25년(1592) 4월 13일 고니시 유키나가가 전선 700여 척에 18,700명의

왜군 선발대를 승선시켜 부산 앞바다에 도착했다. 4월 14일 왜군은 새벽에 상륙

하여 부산포 진성을 함락한 데 이어 동래성을 함락했다. 동래 부사 송상현이 결

사 항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경상 좌병사 이각도 울산의 좌병영에서 출동했으

나 부산포진이 함락되자 울산으로 되돌아갔다. 경상 좌수사 박홍은 전선(戰船)

을 물속에 가라앉히고 성을 버린 채 달아났다.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진주에서

일본 침략 소식을 듣고 동래로 가다가 경상우도로 되돌아갔다. 울산 군수 이언

함도 동래로 출동했으나 왜군의 포로가 되었다. 후에 그는 울산으로 되돌아왔

다. 고니시 군은 밀양, 양산을 함락시킨 후 대구, 상주 방면으로 북상했다. 

4월 19일 가토 기요마사가 왜군 22,800명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하여 당일로

양산과 언양을 점령하고, 4월 21일에는 경주를 함락했다. 경상 좌병사 이각은

언양에서 경상 좌수사를 만나 울산의 경상 좌병영으로 돌아왔다. 4월 22일 가토

군은 후방의 안전을 위해 울산의 경상 좌병영을 공격했다. 당시 경상 좌병영에

는 경상 좌병사 관할 지역의 군인들이 모여 있었다. 그러나 좌병사 이각은 안동

판관 윤안성과 경주 판관 박의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병마우후 원응두와 함께

도망갔다. 남아 있던 군인들도 지휘관이 없어지자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경상

좌병영은 손쉽게 왜군의 수중에 떨어졌고, 울산도 왜군의 발아래 들어가고 말았

다. 울산을 점령한 왜군은 고을 창고 물품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이들

의 재산을 빼앗았다. 우마로 실어 나르는 짐이 도로에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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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군은 영천, 신녕, 군위로 북상했다. 일본군은 손쉽게 주요 지역을 점령하고,

점령한 고을에 소규모의 군사를 배치하여 그 지역을 관리했다. 

북상한 왜군은 4월 24일 상주 전투에서 중앙에서 파견된 순변사 이일의 관군

을 격파하고, 26일에는 충주 탄금대 전투에서 도순변사 신립의 관군을 격파한

후 5월 3일 한성에 입성했다. 4월 30일 국왕 선조는 한성을 떠나 5월 7일 평양으

로 파천했다. 왜군은 다시 북상하여 5월 27일 개성을 점령했다. 왜장 고니시는

선조를 추격하여 평양으로 향하고, 가토는 함경도로 향했다. 왜군이 계속 북상

하자 선조는 6월 13일 의주로 향했다. 가토는 7월 중 함경도 일대를 점령하여 두

만강에 이르렀다. 명은 조선의 요청에 따라 원군을 파병했다. 1593년 1월 9일 조

명연합군이 평양을 탈환하고, 한성 수복에 나서자 왜군은 한성으로 철수하기 시

작했다.  

울산 의병과 관군

울산이 왜군의 손아귀에 들어가자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과 관군

이 유격전을 펼치며 저항했다. 1592년 4월 21일 심환, 박응정, 고처겸, 박진남,

이한남, 김응방 등이 각자 수십 명의 의병을 인솔하고 모여 모두 300여 명의 의

병이 조직되었다. 4월 23일에는 의병의 부서를 정했다. 창의대장은 박봉수, 좌

익장 박응정, 우익장 장희춘, 좌위장 고처겸, 우위장 이봉춘, 찬획 심환, 종사관

박한남, 운량호군(運糧護軍) 이경연, 좌제군 박진남, 우제군 김응방이었다. 4월

25일에는 관군과 합세하여 좌군과 우군으로 각각 편성했고, 4월 30일부터는 왜

군 격퇴에 착수했다. 

한편, 윤홍명, 이응춘, 장희춘, 서인충, 서몽호 등 울산 의병장들은 경주 출신

의병장 류정, 류백춘, 박인국, 이눌 등과 연합하여 왜군 격퇴에 나서기도 했다.

서인충과 서몽호는 산골짜기를 찾아다니면서 흩어져 도망한 자들을 모집했다.

64 울산을 한 권에 담다



서인충은 1592년에 무과에 급제한 한량이었다. 이들은 4월 23일 울산 염포에 상

륙한 왜군 80여 명을 사살하고, 5월 2일에는 공암에서 100여 명을 사살했으며,

달현 전투에서도 100여 명을 사살했다. 그러나 5월에 접어들면서 왜군의 강한

압박으로 울산 의병들은 경주나 청도 운문사 등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9월에는 전 만호 김태허를 울산의 가군수(假郡守, 임시군수)로 삼았다. 김태

허는 울산을 방어하기 위해 전 현감 박홍춘을 서면장으로 임명하여 부산과 양산

의 왜적을 막게 하고, 전응충을 남면장으로 임명하여 동래와 기장의 왜적을 막

게 했다. 서인충을 주사장으로 삼아 바다에 가라앉은 배를 끌어올려 수리하여

수로를 방어하게 했다. 김태허는 군사 300여 명을 거느리고 한 달에 7~8회를 연

달아 싸워 왜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했다. 또 울산을 침범하는 적선 6척과 왜 육

군 300여 명을 전응충, 서인충, 박홍춘과 함께 공격하여 육군 50여 명과 해군 40

여 명을 죽이고, 적선 2척을 노획하기도 했다. 이 공로로 김태허는 울산 군수로

정식 임명되었다. 

왜군의 울산 재점령

1592년부터 1593년 사이에 이순신 등의 조선 수군이 활약하여 일본 수군이

참패하자 일본 수군에 대한 원호와 보급기지 확보가 필요했다. 그들은 조선 남

부를 점령하고, 다시 북진하기 위한 거점도 필요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의 남해

안과 동해안 인근 지역에 왜성을 쌓았다. 본격적인 왜성 축성은 진주성 함락 직

후인 1593년 7월 무렵부터 이루어졌다. 임진왜란 초에 10여 개가 축성되고, 정

유재란 때 8개가 축성되었다. 울산에는 이 때 서생포왜성과 울산왜성이 축성되

어, 왜장 가토 기요마사의 본거지가 되었다. 

조명연합군에 밀려 남하한 왜군은 한성으로 집결했다. 당시 왜군은 전사, 기

아, 질병 등으로 전쟁 시작 당시 병력의 30~40%를 잃어 전투 능력을 거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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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였다. 1593년 4월 19일 도요토미의 명령에 따라 왜군은 다시 한성에서

철수하여 남하하기 시작했다. 4월 28일 상주에서 철수한 가토 기요마사 군도

5월 중순 무렵에 울산의 서생포로 물러났다. 이들은 빈번하게 수로를 이용하여

울산을 침범하여 조선군을 괴롭혔고, 육로를 통해 경주로 진출했다. 

서생포에 왜군이 다시 주둔하자 울산 군병이 다시 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울산 군영을 경주로 옮긴 후 왜군과 유격전을 전개했다. 7월에는 척후장

정대임과 수사 이수일이 연합하여 울산 서문 밖의 왜군을 공격하여 50여 명을

죽였고, 왜적은 기세가 위축되어 성 안으로 후퇴했다. 울산 태화에 머물고 있던

왜군이 막사를 불태우고 퇴각하자 경주 이남의 도로가 개통되어 조선군이 행군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해 가을부터 서생포 왜군이 추수기에 식량을 확보하기 위

해 행동반경을 넓히기 시작했다. 11월 이들이 경주 안강현에 침입하여 창고 곡

식 수천 석을 약탈해 갔다. 11월 19일 서생포 왜군이 길을 나누어 돌진해 왔는

데, 조선군이 이를 모두 격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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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포왜성(1915) (사진 제공: 한삼건)
이순신 등의 조선 수군의 활약으로 일본은 일본수군에 대한 원호와 보급기지 확보, 북진 거점의 필요에 따라 
조선의 남해안과 동해안 인근에 왜성을 쌓았다.



정유재란과 울산왜성 전투 

1596년 9월, 명의 책봉사 일행을 접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이 요구

한 강화 조건들이 전혀 충족되지 못하자 1597년 1월 다시 출병할 것을 결정했

다. 재침략에 동원된 왜군 병력은 육군 115,000여 명과 수군 7,200여 명으로, 조

선에 잔류한 병력을 합치면 14만여 명에 이르렀다. 

1597년 1월 13일 가토가 거느린 왜선 130여 척이 바다를 건너와 15일 서생

포왜성에 왔다. 병력은 1만여 명이었다. 8월 가토는 우군 선봉으로 서생포왜성

을 출발하여 북상했다. 명은 다시 55,000명의 원군을 조선에 파병했다. 조명연

합군은 9월 5~6일 직산에서 왜군을 대파했다. 왜군은 북상을 개시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남쪽으로 후퇴했다. 이들은 울산, 기장에서 남해, 순천에 이르는 연해

부근에 주둔하면서 방어태세에 돌입했다. 가토 기요마사의 왜군도 10월 8일 서

생포왜성으로 돌아왔다. 

서생포왜성을 근거지로 하여 생필품 조달을 위해 노략질을 자행하는 왜군을

상대로 하여 울산 관군은 유격전을 전개했다. 1597년 11월 2일 울산 관군은 울

산 성황당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을 기습하여 24명을 죽였다. 

가토 기요마사는 1597년 10월 12일부터 서생포왜성에서 북쪽으로 직선거리

로 20km 떨어진 최전방 거점 지역에 새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 성은 서생포왜

성에 딸린 성으로, 서생포 본성 방어용이다. 가토가 설계한 이 성은 16,000명이

동원되어 40일 만에 쌓았다. 주로 울산읍성의 돌을 재활용하고, 병영성 돌도 일

부 사용하여 지금의 학성공원 자리에 축성했다. 

이 울산왜성에서 1597년 12월 22일부터 13일 동안, 울산의 가토 기요마사를

공격하여 일본의 퇴각로를 차단하고(남해안은 이순신이 장악하여, 왜군은 부산

으로만 퇴각이 가능했다.), 적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전략 아래 울산왜성 전투

가 전개되었다. 조명연합군 5만여 명은 울산왜성을 완전히 포위해 왜군 16,000

여 명을 고립시켰다. 연합군은 서생포왜성과의 연결을 차단하고, 수원(水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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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왜성(상: 1915, 하: 1916)의 모습 (사진 제공: 한삼건)
1598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왜군은 비밀리에 철수 작전을 진행했다. 
가토기요마사는 11월 울산왜성을 불태우고 퇴각했다.



고갈시켰다. 왜성 안에는 우물이 없었다. 성 밖 나무울타리에 우물이 있었으나

연합군에 장악되었다. 성 안에 고립된 왜군은 자신의 오줌을 먹고, 종이나 흙을

끓여먹거나 말을 잡아먹고 지내야 했다. 종군 승려 게이넨(慶念)의 일기에는 “드

디어 우리 군은 물도 식량도 떨어졌다. 성을 지킬 수가 없다. 내일이면 성이 적

에게 함락될 것”이라고 하여 당시의 절박한 순간을 묘사했다.

울산왜성의 왜군이 십여 일 동안 버티고 있는 동안에 서생포와 부산포, 순천

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이 울산으로 접근하고, 총사령관 이토 우헤이(伊東祐兵)

의 병력도 울산 근방에 집결했다. 이들 총 6만의 병력이 울산왜성으로 진군하니

연합군은 형세가 불리해져 경주로 철수했다. 이리하여 13일간에 걸친 1차 울산

왜성 공격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극심한 추위, 준비가 미비한 가운데 반복된

무모한 공격, 왜군 구원병의 수적 우세 등이 실패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왜군 구

원병 때문에 연합군이 철수했지만 이 전투로 가토 기요마사가 도주하는 등 실질

적인 왜군의 패배로 이어져 전쟁 종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명연합군은 1598년 9월 21일부터 2차 울산왜성 공격을 개시했다. 왜군은

이 때에도 방어에만 주력했다. 아군은 성에 접근할 수 없어 소득이 별로 없자, 경

주로 돌아갔다.

1598년 8월 18일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조선의 왜군에 철수 명령

이 내려졌다. 왜군은 안전한 철수를 위해 이 사실을 극비에 부치고 비밀리에 철

수 작전을 진행했다. 가토 기요마사는 11월 18일 울산왜성을 불태우고 퇴각했

다. 서생포왜성의 가토 기요마사 부대가 왜군의 철수를 엄호했다. 왜군의 철수

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11월 20일 이후이다. 왜군이 철수한 후 조명연합군이

서생포왜성을 접수했다. 12월에 울산 군수 김태허는 군민을 거느리고 경주에서

울산으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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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울산은 국방도시였다

한삼건  울산대학교

울주성의 위치

‘울산’이라는 이름은 조선 3대 태종 때인 1413년에 생겼다. 그 이전의 이름은

‘울주(蔚州)’였다. 울주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언제 생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고

려사》에는 현종 2년(1011)에 “울주에 성을 쌓았다”고 했고, 1018년에 “울주에

방어사를 두었다”고 했다. 997년에는 성종이 울산을 찾았다는 기록이 《고려사》

에 전한다. 이 때는 울산을 ‘흥례부’라고 했으니, 이후 현종 2년 사이의 어느 시

기에 울주라는 이름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울주성은 어디일까? 고려시대 울산고을의 중심지는 지금의 중구

반구동과 학성동 일대였다. 성종이 내린 울산고을의 별호인 ‘학성’이 법정동 명

칭과 공원, 학교 이름으로 남아 있는 곳이고, 무엇보다도 고려 말기와 조선 전기

에 만들어진 성터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구동과 학성동 일대에서는 1990년

대 이후 고고학 발굴조사가 이어져서 이들 성터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



가 축적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와 관련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 고려시대 울주의 치소

를 다스리던 울주성, 즉 울주의 고려 치소성은 중구 학성동과 반구동에 걸쳐 있

는 충의사 뒷산의 성터로 추정된다. 충의사 진입도로 발굴조사와 구강서원 복원

부지 지표조사 결과는 이 산이 고려시대 유적임을 웅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려시대 울주의 치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 기록이 없는 만큼 이곳을 울주성터로

보아야 한다.

울주성 개축과 조선 전기 울산의 관방

고려 말기인 14세기가 되면서 왜구가 한반도에 출몰하기 시작했다. 왜구 침

입으로 삼남(경상·전라·충청) 모두가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울산지역의 피해

는 너무나 컸다. 오죽하면 부임해 온 지울주사, 즉 울산 군수가 울산에 들어서지

도 못하고 아전을 보내어서 다스리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황폐화된 울주고을 치

소성은 고려 우왕 때인 1385년에 개축되었다.

성터에 직접 올라보면 개축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충의사 서쪽으로 난 밭둑

길을 따라가면 굵은 성돌로 추정되는 석재가 보이는데, 이 길이 바로 성벽이다.

그런데 능선 정상부터 구강서원 쪽으로는 석재가 보이지 않고 판축기법으로 축

조된 토성 성벽이 길게 이어져 있다. 또 충의사 담장 동쪽으로는 더 많은 석재가

남아 있다. 모두 비교적 작은 돌이어서 뒷채움석으로 생각된다.

이 성터가 고려시대 울주성인 또 하나의 이유는 일반적인 고려 치소성의 특

징이 잘 보이기 때문이다. 즉, 고려시대 치소성은 군사 주둔지 역할을 하기 때문

에 산성과 조건이 비슷한 중심취락의 배후에 있는 구릉지에 축조되었다. 반면에

중심취락지에는 성벽을 두르지 않아서 조선시대의 성곽과는 입지조건이나 성격

이 구분된다. 따라서 성곽의 규모도 비교적 작아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경우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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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에서 보다 먼 산성을 이용해서 농성했다. 그러다보니 전쟁이 날 때마다 도시

나 마을은 전장이 되어서 건물이 파괴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울산에 육군 군진이 처음 설치된 것은 1415년의 일이다. 이와 동시에 울산군

성을 새로 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경상좌도 병영성이 되니 1417년의

일이다. 그리고 경상좌도 병영이 설치된 것과 같은 해에 염포에도 수군만호 영

이 설치되었다. 다시 그 이듬해인 1418년에는 염포에 왜관이 설치되었는데, 염

포 만호영 설치는 왜관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 《경상도지리지》(1425)의 기록을

근거로 보면 세종 때에는 개운포와 염포에 만호가 있고, 서생포에는 도만호가

있어서 모두 39척의 병선과 1,689명의 수군이 지키고 있었다. 이 체제는 단종 2

년(1454)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1426년이 되면서 다시 울산지역 군사 시설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가

장 큰 사건은 울산에 있던 경상좌도 병마도절제사 영의 폐지였다. 수군도 변화

가 있었다. 만호가 지키던 염포에 도만호를 두고 서생포에 있던 병선 10척 중에

세 척을 염포로 옮기게 한 것이다. 좌병영을 없앰으로서 생기는 약점을 보완하

고자 했다. 이어서 문종이 즉위한 1450년이 되면 동해안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의 북구 강동동 정자에 유포 목책 설치가 결정되었는데, 다시 1452년에는

목책을 석보로 바꾸었다. 세조 3년(1457)에는 개운포 만호를 혁파해서 병선과

수군을 잠시 염포로 옮겼다가 이듬해인 1458년에 재설치했다. 다시 그 이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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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포성(2013, 한삼건)  
1459년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영을 울산 개운포로 이전했다.



인 1459년에는 부산포에 있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 영을 울산 개운포로 이전했

다. 이로써 울산에는 경상좌도를 방어하는 육군과 수군의 최고사령부가 모두 설

치되어 군사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울산군성 축조와 경상좌도 병영 설치

고려시대부터 사용하던 고읍성을 버리게 된 계기는 1415년에 있었던 울산진

설치다. 그 해 9월 21일에 태종은 전시귀를 울산진 병마사 겸 지울산 군사로 삼

았다. 전시귀는 울산에 부임해서 울산군성, 즉 새로운 울산읍성을 쌓았던 것 같

다. 왜냐하면 1416년 10월 10일의 실록을 보면 공사 중이던 울산군성이 무너져

서 지흥해 군사 이사청, 지울산 군사 전시귀, 봉화 현감 박금, 언양 현감 김사제,

수군만호 심귀수 등의 직첩을 거두었던 것이다. 그들이 함께 울산군성을 감독하

여 쌓았는데 두어 달이 못되어 무너지자 그 책임을 물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시

울산군성, 즉 뒤의 울산 병영성 공사에 흥해, 봉화, 언양 등 원근의 병력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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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경상좌도병영성 (2015, 한삼건)
1417년 마무리된 병영성 축성공사에는 흥해, 봉화, 언양 등 원근의 병력은 물론 수군도 참여했다.



이고, 수군도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축성 공사는 1417년에 마무리되었는데, 규모는 둘레 3,732자, 높이 8자,

옹성이 3곳이었다. 그 해 1월 21일에 경상좌도 도절제사 군영, 즉 좌병영이 울산

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되자 당초 울산읍성으로 쌓고 있던 성곽이 병영성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 때부터 울산군에는 기존의 읍성과 신축한 읍성이 함

께 쓰이고 있었다. 그러자 처음에는 새로 쌓은 성으로 들어가던 백성들이 좌병

사가 부임하자 옛 성에 그대로 눌러앉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만약 군이 내상의

새 성으로 합하게 되면 수령과 이속들이 아침저녁으로 장군에게 문안해야 하며,

때 없이 위 손님을 접대해야 하므로 일을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사람 치다꺼리하

기에 곤란”(《세종실록》 권30, 7년 10월 18일)하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좌병사는

경상 감사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기를, “병영성을 새로 크게 만들어서 울산군

의 군수물자 창고도 성 안에 옮겼는데, 백성들이 옮겨 오지 않으니 구 읍성을 허

물어버리자”고 의견을 냈으나, 중앙에서는 백성만 새 성(병영성)에 들어가게 하

고, 좌병사는 구 읍성을 지키다가 전쟁이 나면 새 성으로 합해 들어가서 싸우되

구읍성은 헐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런 영이 내려진 까닭은 이 조치 이듬해

인 1426년에 경상좌도 병영 폐지가 결정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울산읍성과 언양읍성 축조

병영성과 함께 읍성도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입지조건이나 시설이 방

어에 적합해야 했다. 우물이 충분하고 백성들이 머무를 수 있을 만큼 넓고, 군사

이동에도 편리한 곳에 읍성을 쌓았다. 태종 때 고려시대부터 사용하던 성에서

가까운 지금의 병영동에 군성을 쌓았지만 경상좌도 병영이 설치되면서 군 치소,

즉 읍치를 중구 북정동과 교동, 옥교동, 성남동 일대의 남향 경사지에 옮긴 울산

군은 이전 후 40년이 지난 1477년에 성벽 높이 15자, 둘레 3,639자의 읍성을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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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쌓았다. 그런데 이 성곽은 1597년 가을에 일본군에 의해 헐려서 그 석재는 울

산왜성을 쌓는 데 동원되었다. 울산읍성은 축성 120년 만에 적군에 의해 헐리고

말았다. 처음 성을 쌓을 때도 대형 석재는 고읍성에서 가져 왔을 것으로 짐작된

다. 양쪽 성곽이 모두 태화강변에 자리 잡고 있어서 배를 이용하면 무거운 석재

라도 운반이 쉽고, 또 축성용 대형 석재는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객사와 동헌 등 관아는 복원되었지만 울산읍성은 끝내

다시 쌓지 못했다. 성곽을 새로 축조할 여력도 부족했겠지만 병영성이 가까이

있기도 했고, 또 애초에 왜구 정도의 소규모 적군에 대비했던 읍성이 임진왜란

처럼 적의 대부대 앞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것도 다시 축성하지 않

은 이유일 것이다. 

언양읍성은 고려 말인 1390년 지금의 위치에 둘레 1,417자, 높이 8자 규모로

축조되었다. 1500년에는 다시 석축성으로 고쳤는데, 둘레 3,064자, 높이 13자

에 우물 3곳이 있었다. 언양읍성은 남천 북쪽의 화장산 아래 평지에 있는데, 한

변이 380미터 정도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성으로, 네 모서리와 각 변 두 곳씩 모

두 12개의 치성이 있다. 성문은 동·서·남·북 4곳에 있는데, 최근에 남문과 그

문루인 영화루를 중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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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성과 남문(2016)  
언양읍성은 고려말 지금 위치에 축조되어 1500년에 석축성으로 개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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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울산에 일어난 
독립운동의 물결

허영란  울산대학교

울산의 3 · 1운동

1919년 3월 1일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 소식은 시차를

두고 다양한 경로로 지방으로 전파되었다. 전국 각지로 전해진 만세 운동 소식

은 그동안 일본제국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민중에게 쌓인 불만을 자극했다. 고종

이 독살되었다는 소문은 들끓는 민심에 불을 붙였다. 각 지방에서는 종교 조직,

문중 조직, 학생 조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독립 선언을 준비했다. 그

들의 주도로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4월 초에는 지방에서의 만세운

동이 절정을 이루었다. 

울산에서도 4월 초에 언양과 병영, 남창 등 세 지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언

양과 남창에서는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장날을 이용해서 시위를 벌였으며, 각각

천도교 조직과 학성 이씨  문중이 주도했다. 이 경우는 다른 지역의 3·1운동과

비슷하다. 반면 동네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비공식 조직인 청년회를 동원해서



시작된 병영 만세운동은 다른 사례에 비해 독특한 경우에 해당한다. 당시 울산

군의 중심지였던 울산읍내에서는 시위가 확인되지 않는데, 경찰이 사전에 시장

을 폐쇄하는 등 감시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언양의 3 · 1운동

언양 사람들은 매 7일마다 언양읍성 주변에서 열리는 장을 내시(안장)라고

불렀고, 매 2일마다 읍성에서 떨어진 남부리 복판에서 열리는 장을 외시(배끄장,

바깥장)라고 불렀다. 1919년 4월 2일은 포목전, 나무전, 옹기전, 솥전, 자리전,

닭전 등이 나오는 외시가 열리는 날이었다. 농사일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봄의

장날을 맞이해 이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원근 각지에서 농민들과 상인들이 모여

들었다. 그들 가운데는 소문으로 들리는 만세운동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 시장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해 나온 경찰들도 군중 사이에 섞

여 있었다. 

군중으로 가득한 장터 어디선가에서 “조선독립만세!” 외침이 울려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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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창 3·1운동 기념탑언양 3·1운동기념비  
언양과 남창에서는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를 외치는 주동자들에 호응해서 1,000명이 넘는 군중의

시위행진이 시작되었다. 그들을 저지하기 위해 경찰은 주동자들을 강제 연행했

다. 분노한 시위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가서 돌을 던지며 연행자 석방을 요구했

다. 일본군은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했다. 그로 인해 1명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남녀 5명이 부상을 당했다.

언양에서는 만세시위 과정에서 다수가 부상을 입고 26명이 체포되었다. 재

판 결과 16명이 1년 6월에서 3월까지 징역형을 받았고 10명은 태형에 처해졌다.

병영의 3 · 1운동

병영에서는 비밀조직인 청년회가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서울에서

유학생들이 전해온 3·1운동 소식을 접한 병영청년회의 이현우 외 6명은 각각

박영하와 이종근의 집에 모여 만세 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고 ‘결사보국’을 혈서

로 썼다고 한다. 청년들은 4월 4일 오전 일신학교(지금의 병영초등학교) 학생들

과 교정에 모여 축구공을 높이 차 올린 것을 신호로 만세 시위를 시작했다. 

청년과 학생들이 선두에 서서 병영 안팎을 돌면서 시위행진을 벌이자 주민

들이 호응하여 참가하면서 시위군중이 불어났다. 울산읍내에서 출동한 울산경

찰서장 이하 8명의 경찰과 일본군 수비대 5명이 진압에 나서서 양석룡, 이종욱,

이종룡 등 10여 명을 검거했다.

하루가 지난 4월 5일에 문성초, 윤학이의 연락으로 군중이 다시 일신학교 부

근으로 모여들었다. 시위대는 주재소로 몰려가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

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 군중은 수천 명으로 불어났다. 일제 군경이 다시 이문

조 등 9명을 검거하자 시위대는 그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면서 돌을 던졌다. 일

본군 수비대는 비무장 시위대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엄준, 문성초, 주사문, 김응

룡 등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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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위에서 40여 명이 검거되어 22명이 기소되었는데, 재판 결과 2년에서

8월까지 징역형을 받았다. 만세운동으로 고초를 치른 사람들은 기미계라는 모

임을 조직하여 시위 도중에 피살된 사람들을 추모하고 병영 3·1운동을 기렸다.

병영초등학교 뒤쪽에는 삼일사(三一祠)라는 사당이 있다. 병영 3·1운동 당

시 일본 군경에게 피살된 희생자를 비롯해서 옥고를 치른 22명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기미계가 중심이 되어 비밀리에 희생자를 추모하다가 해방 이후 병영성의

영모각에 위패를 모시고 삼일사로 부르기 시작했다. 1987년에 지금의 자리에 사

당 건물을 신축하여 옮겼다.

남창의  3 · 1운동

온양읍 남창리에서는 한학자인 이용중 문하의 유림과 학성 이씨 문중의 주

도로 3·1운동이 전개되었다. 웅촌면 석천리에 살고 있던 학성 이씨 문중의 이재

락은 서울에서 고종의 인산(因山)에 참여했다가 3·1운동을 목격했다. 

울산으로 돌아온 이재락은 문중 사람들에게 서울에서 보고 들은 3·1운동의

소식을 전했다. 이수락, 이희계, 이쾌덕, 이용락은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로 하고

남창 장날인 4월 8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준비를 진행했다.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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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병영 3·1만세운동 재현
병영에서는 비밀조직 청년회가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 



큰 유림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당일 장날에 장꾼들이 모여들자 주동자들이 태극기를 나눠주고 조선독립만

세를 외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일본 군경은 이일락, 이희계, 이쾌덕, 이수락 등

주동자 네 명을 검거했다. 시위를 주도했던 이용락은 검거를 피해 잠시 몸을 숨

겼다가 ‘독립만세’라고 쓴 광목을 매단 장대를 흔들며 시위를 이끌었으며, 고기

룡이 그것을 받아들고 앞장서서 시위 군중을 지휘했다. 경찰은 고기룡을 구타

연행한 뒤 발포했고 시위 군중은 흩어졌다. 이 시위에 참가했다가 검거 구속된

사람 가운데 1년형과 6개월 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른 사람이 8명이었다.

3 · 1운동의 새로운 이해

일제의 극악한 수탈이 3·1운동의 직접적 원인이며, 수탈의 강도가 심할수록

만세운동은 격렬해진다고 볼 수 있을까. 수탈과 저항을 기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항이 없으면 수탈도 없는 것이라는 논리로 자칫 연

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모진 핍박을 받고 고통을 겪어도 민중이 직접

적이고 물리적인 저항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사람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배에 직접 저항하기보다는, 주어진 조건을 감수하면서 나름대로 능동성을 발

휘하기 위해 가능한 기회를 모색한다. 

일제의 감시와 통제 하에서 맨손의 한국인들이 집단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일 수 있었던 것은 문중, 종교 조직, 청년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조

직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또 많은 군중을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많

은 사람들이 스스로 모이는 5일장과 같은 사회적 관습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민중이 참가한 3·1운동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일

상적인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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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울산에 들어온 근대문화

허영란  울산대학교

도시화와 근대적 문물의 도입

일제강점기에 도입되기 시작한 근대 과학기술과 대중문화는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바꾸었다. 자전거와 전차, 자동차와 기차 같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사람

들은 단번에 장소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 선박과 비행기가 운행되면서

국경 너머의 세계와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전등은 어둠이 지배하던 밤을 밝혔

고, 누가 생산했는지도 알 수 없는 다양한 공산품을 판매하는 상점이 문을 열었

다. 환등기를 틀면 화면 속에 사람들이 등장해 관객을 울리거나 웃겼고, 얼굴도

모르는 가수가 끝도 없이 노래를 불러주는 유성기가 등장했다. 이런 변화는 서

울 같은 대도시에 집중되었지만, 지방과 농촌에서 살아가는 동시대의 사람도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현대성의 세계

가 시작된 것이다.

전국을 뒤흔든 3․1운동은 다양한 세력을 역사의 무대 위로 밀어 올리는 계기



가 되었다. 정치적 각성은 계급적·문화적 각성으로 연결되어 다양한 사회단체

가 조직되었다. 조선총독부의 문화정치는 한국인에게 언론출판과 사회운동을

활성화시킬 여지를 제공했으며, 근대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확산되기 시작

했다. 일본의 자본주의 성장은 한반도에 대한 자본 투자를 확대시켰다. 이런 변

화가 집중적으로 나타난 곳이 도시였다. 전통적인 행정도시가 근대적 도시로 변

모하기 시작했고 개항장과 철도역 등 근대적 교통의 거점이 신생 도시로 성장했

다. 도로가 부설되고 신식 건축물이 등장한 도시는 근대적인 일상문화와 소비문

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바뀌어갔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 소도

시와 농촌에서도 생활을 바꾸는 변화의 조짐들이 나타났다. 지방 군청 소재지는

새로운 문화가 도입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람들에게 근대적 경험을 제

공했다.

울산읍내와 장생포항, 방어진항은 그러한 변화가 집중된 곳이었다. 각 지방

에는 근대적 미디어와 문화의 확산이라는 시대적 동시성과 전통적인 질서와 가

치체계가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비동시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울산읍내에 들어온 기차

1910년대에 울산에서는 자동차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1918년 7월에 울산

자동차부가 영업을 개시했다. 8인승 승합자동차 1대가 장생포-울산-물금 사이

를 1일 1회 왕복하면서 경부선 열차와 연결되도록 운행한 것이 최초의 자동차

영업이었다. 노선 자동차 외에 ‘대절’ 자동차도 늘어나 돈 많은 부자들의 이동수

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울산의 교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기차였다.

울산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먼저 철도가 부설되어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교

통이 편리했다. 1921년 10월 25일에 조선중앙철도가 부설한 ‘울산-불국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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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개통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노선은 노폭이 좁은 협궤로 운영되었기 때문

에 일명 ‘애기차’라고도 불렸다. 

울산은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친 작은 도시였지만 외부 세계와 철도로 연결

되어 있어 새로운 문화와의 접촉이 매우 활발한 곳이었다. 1935년 12월에는 부

산-울산을 연결하는 동해남부선이 개통되면서 성남동에 있던 울산역을 학성동

으로 이전시켰다.

비행기 관광을 하던 울산

울산은 한반도 최초의 국제선 비행장이 설치된 지역이다. 울산 태화강 남단

의 삼산평야에 비행장이 건설된 것은 1928년이었다. 이듬해에 운항을 시작했는

데 ‘일본-울산-경성(서울)-대련’을 연결하는 노선이었다. 당시에는 비행거리

가 짧은 소형 프로펠러기가 취항하고 있어서 후쿠오카에서 현해탄을 건너온 비행

기는 울산, 서울, 신의주, 중국 대련 등을 경유하여 중국이나 소련으로 가야 했다. 

831.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울산비행장(1936) (울산박물관)
1928년 울산 태화강 남단 삼산평야에 한반도 최초의 국제선 비행장이 설치되었다.



1931년에 일본항공주식회사 울산영업소가 개설되어, 울산-후쿠오카 간 정

기 항공노선을 비롯하여 오사카, 도쿄, 경성, 대구 등의 비정기 노선에 민항기가

취항했다. 비행기는 쌍발 12인승으로, 정기 노선인 후쿠오카-울산 사이는 매일

취항했으나 운임이 아주 비싸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탑승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런데 울산에서는 비행기 관광이라는 것이 가능했다. 서울까지 타고 가지

않더라도 비용 얼마를 내고 비행기를 타볼 수가 있었다. 비행기가 다음 취항 때

까지 비행장에서 대기 상태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몇 분간 울산 상공을 일주

해 주었다. 관광 비행운임은 1인당 5원으로 성인 노동자의 5일치 임금에 해당하

는 큰돈이었다. 

1935년 대구에 14만여 m2(14만 평) 규모의 대규모 비행장 건설이 계획되면

서, 1937년에는 정기항공의 기항지가 대구로 변경되었다. 이후 기존의 울산공

항은 육군의 훈련비행장으로 바뀌었다. 대구비행장으로 울산비행장의 업무가

전부 통합되었지만, 1941년에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울산비행장을 군사비행

장으로 개조했다. 일본에서 대륙으로 수송해야 할 모든 병력과 군수물자를 항공

편으로 공수할 경우, 일단 울산비행장을 경유해서 연료를 공급 받아 속항했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울산비행장은 목형 연습용 비행기로

공군 조종사를 양성하는 훈련 비행장으로도 활용되었다.

근대적 유흥과 오락의 보급

근대 사회는 개인적인 쾌락을 중시하고 사적인 소비를 촉진시키는 대중문화

체제를 출현시켰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임금노동자가 등장하고 도시를 중

심으로 대중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중산층과 노동

자를 겨냥하여 극장, 박람회와 박물관, 놀이공원, 동물원, 상점가, 백화점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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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 유흥과 오락을 위한 공간이 생겨났고, 운동회, 꽃놀이, 해수욕, 단풍놀이,

소풍, 여행 등 다양한 여가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전기가 공급되면서 밤

의 세계가 열렸다. 울산에서는 1923년 5월에 일본인 집단 거주지인 방어진에 전

등이 가설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에는 읍내에도 전등이 가설됐다.  1925년 8

월 한여름 밤에는 동아극단이 와서 울산 예기권번에서 공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

데 정전이 되는 바람에 무산되는 일도 있었다(《시대일보》 1925년 8월 26일자).

밤에 전깃불을 켜고 음악회나 웅변대회를 개최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다.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도 세상 변화를 느끼기는 어렵지 않았다. 

대중문화의 총아로 대중이 접할 수 있었던 대표적 오락은 영화였다. 1920년

대 후반이 되면 영화는 새로운 시대를 대표하는 대중오락으로 자리 잡았다. 

851.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울산극장 (사진 제공: 한삼건)
울산의 철도 개통으로 외부 공연단체의 
울산공연이 늘어나자 지역 유지들이 
비용을 모아 성남동에 
울산극장을 준공했다.



돈이 궁한 한국인이라도 10전을 내고 상설관의 영화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떤 예술보다도 민중과 가장 가까운 의미를 가진 영화”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낸 주역은 공전의 히트를 친 나운규의 〈아리

랑〉이었다. 

서울에서는 1900년대 초에 이미 극장이 상업적 흥행을 시작했으며, 일본인

이 많은 개항장 도시 등에도 극장 시설이 들어섰다. 울산에서는 방어진항에 울

산 최초의 극장 다이쇼칸(大正館)이 등장했다. 1910년대에 세워진 다이쇼칸은

1920년대에 없어지고 상설 극장인 도키와칸(常盤館)이 신설되었다. 

울산읍내에서도 임시 영화 상연은 이루어졌지만 극장은 방어진보다 뒤늦게

만들어졌다. 동해남부선의 개통으로 철도교통이 더욱 편리해져서 외부 공연단

체들의 울산 공연이 늘었다. 그러나 부실한 극장 시설에 대한 불만이 커서 지역

유지들이 비용을 모아 1937년 9월에 성남동 구 울산역 부지에 울산극장을 준공

했다. 대도시 일류극장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외관도 명랑한

‘모던 건물’이었다. 이 극장은 해방 이후까지 울산 시민의 사랑을 받으며 명맥을

유지했지만, 삼산동 개발로 도심이 이전하면서 2005년에 최종 폐업했다.

대중가요의 시대 

일제강점기에 지방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문화는 대중음악이었다.

1910~1925년에는 일본 대중음악이 유입되어 유행창가로 수용되었다. 1920년

대 중반에 이르러 유행창가가 음반으로 제작되면서 본격적인 대중가요의 시대

가 열렸다. 1925년 유행창가인 〈시드른 방초〉와 〈이 풍진 세상을〉, 〈장한몽가〉

등의 음반이 제작되었으며, 1926년에는 〈사의 찬미〉 음반이 윤심덕의 목소리로

제작되었다. 이 노래는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였던 윤심덕과 1920년대 대표적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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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였던 김우진의 정사(情死) 사건을 계기로 레코드 보급을 가속화시킨 최초

의 히트곡이었다. 뽕짝 또는 트로트라고 불리는 대중가요는 1930년대에 일본에

서 들어왔다. 대중가요도 일종의 신문화였기 때문에 유학생 등 지식층에 의해

먼저 도입되었다.

1920년대 대표적인 대중가요는 〈낙화유수〉, 〈봄노래 부르자〉 등으로 교양

가곡 같은 분위기의 노래였다. 전형적인 뽕짝은 1930년대 중반 고복수의 데뷔

곡 〈타향살이〉와 이난영의 히트곡 〈목포의 눈물〉을 시작으로 본격 등장했다. 이

후 〈짝사랑〉, 〈애수의 소야곡〉, 〈알뜰한 당신〉,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지금까지

도 애창되는 노래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울산 병영 출신의 고복수는 음반 회

사가 주최한 공쿠르에 출전하여 가수로 데뷔한 초기의 대중가수이다.

1930년대에 “유행가는 경향(京鄕)을 물론하고 수많은 민중의 애호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음악적으로는 저급하다 치더라도 민중의 정신생활 위에 한 커다란

위안물로서의 큰 힘을 차지하고 있었다.” 유성기에 의해 대량 복제되는 대중가

요의 등장은 대중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자본의 지배를 받는 음반 산업은

대중가요를 상품화시켰다. 그 영향으로 자급자족적으로 생산, 향유되었던 노동

요 등 민요와 가내수공업적으로 생산되던 판소리, 잡가, 통속민요 등 전통적 전

문예인의 예술 영역이 잠식되었다. 

1936년 조선에서 1년간 판매된 음반은 약 100만 장 정도였으며, 이 가운데

조선어 음반은 30만 장 정도였다. 이 시기가 되면 축음기를 가지고 장터를 돌아

다니며 음반에 담긴 노래를 들려주고 돈을 버는 사람이 생겨나기도 했다.

871.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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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과 장생포는 
근대 어업기지였다

이정학  울산과학대학교

방어진

조선시대 방어진에는 사복시(司僕寺, 조선시대 왕이 타는 말, 수레 및 마구

와 목축에 관한 일을 맡던 관청) 관할의 목장을 두고 감목관(監牧官, 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6품의 무관 벼슬)이 상주했으며, 목자(牧

子) 등 말 관련 종사자들이 일부 거주했지만, 내륙과 거의 차단되어 있는 지형으

로 인해 한적한 벽촌에 불과했다. 1890년대 말 방어진에는 20호 160명의 주민

이 한 마을을 이루었는데 농사를 짓는 가구는 1가구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어업

에 종사했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정어리였다.

1905년 일본 오카야마(岡山) 현 아리요시카메키치는 이미 방어진 근해의 삼

치 조업이 유망하다는 것을 간파하고, 현의 보조금을 받아 2~3명과 함께 방어

진으로 이주했는데 최초의 일본인 이주어민이었다. 황금어장 방어진 앞바다에

서 생선을 잡아 일본으로 돌아가는 통어(通魚) 차원이 아니라 아예 이주하여 생



선을 잡아 일본으로 반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09년부터는 방어진에 일본 어민들의 본격적인 집단 이주가 시작됐는데,

후쿠오카(福岡) 현 지쿠호(筑豊) 수산조합에서 29호를 최초로 집단 이주시켰다.

1910년에는 오카야마 현 40호를 비롯하여 후쿠오카 현, 카가와(香川) 현, 후쿠

이(福井) 현 등지에서 총 120호의 일본인 가구가 집단 이주하면서 식민이주어

촌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또한 1910년에는 치안을 담당할 주재소가 설치되었고, 방어진 심상소학교

의 개교 및 방어진우편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근대 도시로서의 기본 시설이 갖춰

지기 시작했다. 그뿐만 아니라 어민들과 그 가족을 상대로 장사하고자 했던 상

인들도 이주하면서 일본인 이주자는 급증했다. 이와 같이 1910년부터 방어진에

는 식민이주 신도시가 건설되기 시작했다.

방어진에 이주한 일본 어업자들은 방어진 항이 삼면으로 둘러싸여 있고, 만

의 입구에는 슬도(瑟島)가 파도를 다소 막아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항만

과 방파제만 축조되면 어업기지로서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어선의 안전을

위해 축항을 계획하여 허가를 얻었고, 1910년 10월 방파제를 준공했으나 연장

은 80m에 불과하여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어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새로운 방어진 항과 방파제 축조를 1923년 11월에 시작하여 1928년 3월에

완공했다.

한편 청어의 최성기에는 일본 각지에서 방어진에 출어했는데 야간 해상에는

화롯불(篝火又) 또는 카바이드 와사등(瓦斯灯)의 등불로 불야성을 이루었으며,

어부는 약 7,500명으로 이들은 방어진을 들락거리면서 어선에 필요한 물자를 공

급하고, 술집, 음식점, 유곽 등을 찾았다. 1918년경에는 간을 할 소금이 부족하

다는 말이 나오도록 고등어가 많이 잡힐 정도로 방어진은 황금어장이었다. 이

무렵 1,000여 척의 선박이 항내를 메워 해륙의 총인구가 무려 6만 명(일본인 호

수 500호, 어부 15,000명, 매춘부 300여 명)을 헤아리는 방어진은 동안(東岸) 최

대의 항시(港市)로서, 어획량이 전국 총 생산량의 10%에 이를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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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년대 말에 인구 160명에 불과했던 방어진은 이와 같이 20여 년 만에 근

대적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합쳐 모두 5,000여 명에 이르

는 식민이주 신도시로 팽창했다. 방어진에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일

본인 이주어민이 크게 증가한데다가 이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위한 다양한 업

종의 인원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방어진 외지의 조선인도 이 지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적잖이 모여들었다.

번성했던 방어진이 쇠퇴의 길로 접어든 시기는 1930년대 말로, 태평양전쟁

으로 인해 방어진철공조선소 등의 공장이 군수공장으로 바뀌고, 방어진에 흉어

가 들자 속속 일본 내지로 돌아가거나 부산으로의 이주가 늘어나면서 쇠퇴 조짐

을 보였다. 특히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1941년 이후로는 전쟁을 위해 전

국의 각 부(府)‧군(郡)‧읍(邑)민 및 단체구성원들로부터 이른바 ‘헌금’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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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울산의 방어진(울산박물관)
1890년대 말 인구 160명에 불과했던 방어진은 1910년대에 들면서 근대적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고 
식민이주 신도시로 팽창했다.



군용기 및 각종 병기 제작기금을 거두었는데 방어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방어진

의 경제도 침몰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1945년 일본이 패망하자 방어진에 거주

했던 일본인들도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고, 그들이 돌아간 방어진에는 황량한

바람만 불었으며, 번성했던 근대 어업 기지 방어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장생포

고종 36년(1899) 고종은 러시아인 케이제를링에게 경남 울산포(蔚山浦), 강

원 장진포(長津浦), 함북 진포도(陳布島)를 고래잡이 근거지로 허가해 주었다.

《고종실록》에 기록된 울산포(蔚山浦)가 곧 장생포로, 이 때부터 장생포는 포경

기지로 조명받기 시작했다. 

한편 1900년을 전후하여 일본도 일본원양어업주식회사(日本遠洋漁業株式

會社)를 앞세워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는데, 이 회사의 대표인 가와키타

간시치(河北勘七)는 그 전 해에 조선이 러시아에게 포경권을 준 사실을 들고 나

와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林權助)를 통해 한국 정부에

포경 특허 교섭을 벌였다. 그 결과 1900년 2월 한국 정부로부터 영해 내 포경 특

허를 받는 데 성공했다. 이후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인이

경영하던 포경기지까지 차지하여 포경권을 독점하게 되었다.

1923년 잡지 《개벽》(제38호)에는 〈울산만초(蔚山漫草)〉라는 기행문에 포

경항으로서 장생포가 소개되었다.

조선 제일의 포경항 장생포. 방어진과 같이 수심이 깊고 풍랑을 막아주는

좋은 만으로서 선박의 출입이 자유롭다. 이곳에는 일본인 경영의 동양포경회

사의 조선지점이 있는데 근해로부터 매년 50두 내지 100여두(1두당 평균가

격 2,983원)를 포획하여 약 30만 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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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생포의 포경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선박이 폭주하자 항만의 증축이 제기되

어 1936년 새롭게 조성되었고, 1936년 전기가 가설되었으며, 이 때 대현면사무

소가 장생포로 이전하면서 장생포는 일대 도약을 하게 되었다. 포경업의 발달은

장생포에 인구 유입을 초래했고, 1930년대 장생포 일대는 포경회사는 물론 순

사주재소, 신사, 우편소, 세관감시서, 통조림 공장, 양조장, 술집, 여관, 유곽, 각

종 상점 등이 들어서 포경기지 항구이자 근대 도시로서의 면모도 갖추었다. 이와

같이 1930년대 장생포는 포경기지로 절정을 이루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한국 포경선원이 중심이 되어 포경을 재개했지만 낡은 설

비와 원시적 어업방식으로 인해 고래를 보고도 못 잡는 일이 빈번했으며, 1960

년대 초 장생포항에는 12척의 포경선이 있었는데 그 설비는 20년 전의 것 그대

로였다. 그러다 1970년대 중반부터 장생포 연근해 고래회유해면이 점점 오염돼

먹이 어족이 고갈되고 남획까지 겹쳐 해마다 자원이 줄면서 포경산업은 사양길

에 접어들었다. 급기야 IWC(국제포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986년부터 상업

포경이 전면 중지되면서 포경어업기지 장생포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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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울산의 장생포(울산박물관)
장생포는 포경산업이 활발해지면서 선박이 폭주하자 1936년 새롭게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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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울산의 공업도시계획은 

어떤 속내였을까

한삼건  울산대학교

일제강점기의 공업 개발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공업화는 전반적으로 미약했기 때문에 공업화가 도시

화에 끼친 영향도 제한적이었고, 전체적인 도시화율도 낮아서 한반도는 여전히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일제강점기 초기의 공업은 주로 원료입지형으로 북

한지역에 공장이 집중되었다. 신의주에는 백두산의 목재를 이용하기 위해 오지

(王子)제지주식회사가 들어섰고, 평양에는 1924년에 이미 전국 무연탄의 64%

를 생산하는 평양광업부 탄광이 조업하고 있었다. 또 진남포에는 1915년에 남

포제련소가 건립되어 마그네사이트, 아연, 동과 같은 비철금속을 생산했다. 황

해도 북부에는 미쓰비시(三菱)에 의해 1918년에 제강 능력 연간 10만 톤의 겸

이포제철소가 설립되어서 1930년대 말에는 30만 톤 규모로 확장되었다. 한편,

서울과 인천 등 경인지방에 용산에 일본군 20사단 사령부와 철도공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공장을 제외하면 대도시 주변에는 경공업이 성장하고 있었다. 영등포



에는 1930년대에 대형 도자기 공장과 방직공장이 속속 들어섰고 지방 대도시에

도 섬유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27년이 되자 일본 본토에서는 소화(昭和) 금융공황이 일어나고 이

어진 세계 경제공황의 여파로 ‘중요 산업 통제법’이 시행되면서 투자가 크게 위

축되었다. 그렇지만 식민지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투자처

가 막힌 자본가들이 한반도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재벌

이 부전강 수력발전소를 개발한 그 전력을 이용해서 대규모 콤비나트를 건설하

기 시작했다. 1927년부터 일본을 대표하는 재벌 노구치 시타가우(野口遵,

1873∼1944)는 흥남 일대에 부지를 매입한 다음 1929년 10월에 질소비료공장

1기 공사를 완공했다. 곧이어 11월에 부전강 수력발전소 1기 공사도 완공되었

다. 흥남은 부전강 발전소의 무진장한 전력과 풍부한 공업용수, 편리한 육상과

해상 교통, 원료 수급, 저렴한 공장 용지 등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1920년대 후반 이후 약 10년간의 호경기는 1937년 2월에 중요 산업 통제법

이 개정되어 한반도도 적용 대상이 되면서 타격을 받는 듯했다. 그러나 1936년

에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郞) 조선총독이 각종 산업을 전면 장려하는 농공병

진정책을 펴고 있었고, 1937년 7월에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해 9월부터 군

수동원법이 시행되자 대도시와 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계획 수립이 시작되

었다. 이 때부터 한반도는 본격적으로 대륙병참기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울산 공업도시 계획

일제강점기 울산 개발을 총지휘했던 인물은 이케다 스케타다(池田佐忠)이

다. 그는 1915년부터 대구 헌병대에서 근무하다가 이듬해인 1916년에 문경 분

견소에서 만기 제대를 했다. 제대 후 이케다는 “조선 국토 개발에 일생을 바치겠

다는 결심”으로 사업계에 투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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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다는 1922년에 경북자동차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24년에 이어 1927

년에도 경상북도 평의원에 피선되었다. 1928~1938년 부산 남항 공사를 일단락

지은 그는 1938년에  부산축항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본격적인 울산 개발을 위

한 준비로 보인다.

이케다가 추진했던 이 때까지의 항만 개발 경험은 1939년부터 울산과 일본

본토의 야마구치(山口) 현 유야(油谷)를 연결하는 유울 항로 계획으로 이어졌

다. 1928년부터 약 10년간 부산에서 주로 항만 공사를 했던 그가 1937년의 중

일전쟁 발발과 한반도와 만주 개발로 나날이 증가하는 시모노세키(下關)와 부

산항 사이의 물동량을 보면서 제2의 관부연락선 구상을 떠올린 것은 당연한 귀

결이었다. 특히,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한반도가 일본의

전쟁 승리를 위한 대륙병참기지 역할을 떠안게 되자 이케다는 울산을 개발해서

대륙 수송로와 생산 공업지대로 육성하고자 했다. 그는 한반도가 대동아 전진기

지 역할을 위해 당시 화폐로 25억 원 상당의 생산 공업지대가 필요한데, 울산이

그 중 10억 원을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공업 생산의 40%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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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시계획평면도(1943) (자료 제공: 한삼건)
일제강점기 울산개발을 총지휘했던 인물은 이케다스케타다이다. 

그는 울산항이 공업항, 무역항, 어업, 공항 등을 겸하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케다는 울산 개발에 박차를 가하던 중에 일본이 항복하자 그 해 10월에 부

산에서 일본인 송환을 도맡아 처리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는 울산과 함께

개발을 추진하던 유야에서 1947년까지 염전 개발에 종사했다. 1951년부터는 일

본멕시코석유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했는데, 1952년 7월 갑자기 사망했다.

이케다는 〈울산 도시 창설〉에서 울산을 “2,000년 전 옛날, 약 1,000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100만의 인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했던 신라 왕경 경주의 외

항으로 번창함이 극에 달했던 항구”라고 했다. 2000년대 들어서서 비로소 학자

들 사이에서 울산을 신라 왕경의 외항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생

각하면 그의 혜안은 놀랍다. 그리고 울산은 일본과 만주, 중국의 거의 중간에 있

어서 육로와 해로가 모두 대단히 편리한 요충이라고 했다.

이케다의 울산 개발 계획은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1937년 8월 20일에 대

현면의 개펄 약 100만 평에 대한 매립허가원을 제출한 데서 시작되었다. 실제로

기공식이 열린 것은 1943년 5월 11일로, 장소는 지금의 중구 학성공원이었다.

울산은 난류의 영향으로 날씨가 대단히 따뜻해서 항만 결빙이나 유빙의 위

험이 없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서 사계절 내내 어떤 선박이라도 안전하게 입항

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그리고 울산항은 만의 안쪽 깊은 곳에 위치해서 파도

가 잔잔하고 수심이 깊어 항해에도 안전하고 매립에도 적합하며, 울산만은 국내

항구 중에서 간만의 차가 가장 작아서 선박 하역도 매우 쉽다. 또 연안에서 공사

용 자재가 산출되고 있어서 임해 매립지 조성이 용이하고, 저예산으로 공장용지

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배후지로는 광활한 평탄지 수천만 평이 있는데, 그것

도 전혀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어서 최소한의 가공으로 공업지, 상업지, 주택지

등을 합리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공업용수 확보는 도시 개발을 위한 기본 조건인데 특히 공업도시에

는 절대적인 입지조건이지만, 다행히 울산에는 태화강을 활용해서 충분한 용수

를 얻을 수 있고 수질도 양호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정수된 물을 제공받을 수 있

는 것이 강점이다. 공업용수 공급량도 인구 50만 명 정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

다고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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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적합한 공업으로는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비행기 제작소를 고려했는

데, 지리적으로는 일본 본토를 지키고, 나아가서 대한해협과 동해를 지키는 절

호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행기 공장 설치 조건으로서는 부근 일

대가 평탄한 구릉인 데다가 현재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조립에서 시험 비행까지

가능하다. 그 밖에 자동차공장, 제철공장, 조선공업, 기계공업, 유지공업, 비료

공장, 제염공업, 도자기요업, 법랑칠기공업, 섬유공업, 수산물가공업 및 이들 공

업과 연관된 보조공업 등이 적합하며, 울산이 연락 중계항인 만큼 항만·창고업

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공업항 육성을 위한 화력발전 및 가스공업 등도 고려

했다.

이케다는 울산과 일본의 유야 항을 동시에 개발하고자 했다. 그는 이 구간에

대해 기상 상황이 양호하고 조류가 느려서 안전 항행이 보장되며, 화차 수송도

가능하다고 했다. 게다가 이 구간은 한·일간 최단거리인데다가, 두 항구 모두

간만의 차가 적고 만이 넓으며 수심이 깊어서 방파제가 필요 없는 자연항을 형

성하고 있다. 특히 두 항구 모두 입구가 넓어서 부두까지 최대 속력으로 운항이

가능하고, 풍수해에 의한 육로의 장해가 없는 점도 강점이라고 보았다.

그는 울산과 유야 양 항구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공사 기간과 사업비에 대해

서도 자세히 분석했다. 울산항은 공업항, 무역항, 어업, 공항 등을 함께 겸하는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립과 배후지 정리 가공 및 철도, 상수도 등의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하며 연락기지만을 따로 떼어서 수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케다는 염포 앞 바다 매립지에 부두를 조성하고, 이곳에서 병영역까지는

새로 철도를 부설하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울산은 교통 측면에서 대단히 조건

이 우수해서 대륙을 향해 열린 합죽선의 사북 같은 지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방대한 스케일의 이케다 계획은 실제로 일본 패망 직전인 1945년 7월까지도

추진되고 있었다. 비록 이 계획은 일본의 패망으로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렸지만

20여 년이 지난 후에 ‘울산공업센터’ 개발로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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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어떻게 
‘산업수도’가 되었을까

김승석  울산대학교

중화학공업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면서 경제가 꾸준히 성장했으나 1969

년을 고비로 한국 경제는 상대적 침체기에 들어섰다. 외자를 도입한 차관 기업

이 부실화되어 외채 상환 능력을 상실했고, 누진 무역적자도 확대되는 등 성장

의 제약 요인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에 자유무역이 쇠퇴하고 신보호주의

가 대두되어 한국 경제는 환율 인상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에 빠져 있었다. 이러

한 상황에서 1973년 ‘중화학공업화’와 ‘모든 산업의 수출산업화’가 정책구호로

제시되었고, 철강, 전자, 조선, 기계, 화학, 비철금속 등 6대 전략 업종에 대한 개

발 육성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당시 민간 기업은 대규모 자본과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중화학공

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조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투자를 지극

히 주저하는 분위기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인위적으로 강행했으나,



투자에 대한 경제성 검토가 결여된 채 정부 지원만이 약속되었고, 민간 자본은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형국이었다. 이에 정부는 재정·금융·세제상의 지원과 산

업 보호 정책, 자본시장의 육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통해 대기업을 중화학

공업으로 유인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1977년 이후에 대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중

화학공업에 진출한 나머지 후에 중복 과열 투자를 초래했다. 

울산은 제조업 중심의 공업도시이며 특히 중화학공업의 메카라는 사실은 널

리 알려져 있다. 제조업 중 주력 산업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주력 업종의 비중은 울산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9년

출하액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19.1%), 조선(16.8%), 화학(14.7%)이 전체의 절

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종사자 수로 보면 자동차(30.5%), 조선(30.7%), 화학

(8.4%)이 전체의 70%에 이른다. 울산은 3대 주력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

게 높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이다.

자동차 산업

1967년 현대자동차가 설립되고 그 다음해에 울산 공장이 건설된 이후 울산

은 한국 최대의 완성차 생산기지로 발전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처음에

포드의 영국 법인에서 판매했던 ‘코티나’를 조립하는 수준에서 시작했으나 1970

년대 중반에 ‘포니’라는 고유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한국형 소형 승용차를 생산하

게 되었고, 시판 첫 해인 1976년 1만 대 이상을 판매했다. 이를 계기로 국내 자

동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까지 자동차

산업은 여전히 수출 대체에 머물고 있었다. 정부의 자동차산업 합리화 조치에

힘입어 연산 30만 대를 생산 목표로 정하고, 미쓰비시와의 기술 제휴 및 자본 합

작을 통해 수출 전략형 액셀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현대자동

차는 1987년 생산 실적 60만 대, 수출 실적 40만 대를 돌파함으로써 수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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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현대자동차 앞(1968년)(상)과 오늘날의 현대자동차(2014)(하)
오늘날 여의도 면적의 1.5배, 축구장 670개 크기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1968년 설립되었다. 

처음에는 포드의 영국 법인에서 판매했던 ‘코티나’를 조립하는 수준에서 시작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곳이 되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공장인 울산 공장의 완성차 중 85%가 20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는 까다로운 대미 수출에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1980년대 후반에는 자동차 대중화가 급진전되면서 내수시장이 급속하게 확

대되는 양상을 보이자 1988년 30만 대 규모의 제2공장, 1990년 24만 대 규모의

제3공장을 완공했다. 이로써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연간 생산 능력 100만 대

(승용차 89만 대)를 넘어서는 단일공장으로서는 세계 최대 시설을 갖추게 되었

다. 생산 규모의 확대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내 수

요에 대처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산업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해

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수주 계약과 납품 결제 등과 관련하여 모기업과 부품

업체 간의 불공정거래는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위협하고 있다. 노사 문제도

2000년 이후 ‘적대적 공생관계’가 성립하는데, 회사와 노동조합이 외견상으로는

적대적이지만 담합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임금 불평등에 기초한 소득 불평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원청

기업과 하청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 산업

석유화학 산업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6~1971)의 핵심 사업으로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울산 석유화학공업단지 건설 계획은 여러 차

례 수정 끝에 나프타 분해공장을 중심으로 13개 공장 건설 계획이 최종 확정되

었고, 1968년 3월 울산에서 합동 기공식을 거행함으로써 석유화학 공업의 첫발

을 내딛었다. 그 해 11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단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1970년

4월부터 입주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인 공장 건설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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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석유화학단지의 건설과 공장 가동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석유화학 제

품의 생산이 본격화한 것이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석유화학공업국으

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도 석유화학의 기본 원료인

유분(溜分)에서 제품에 이르기까지 일관생산체계를 갖추었고, 전적으로 수입에

만 의존하던 석유화학의 원료를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 능력은 에틸렌 생산 능력을 기준으로 하

는데, 울산에서는 최초의 공장을 건설할 때 에틸렌 생산 능력이 10만 톤이었으

나 1996년에는 100만 톤을 넘어섰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산 가능한 석유화학 제

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각각 제품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했다. 이것

은 석유화학 산업이 수입 대체 산업에서 수출 산업으로 성격이 변화되었음을 의

미한다.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은 울산에서 시작되었지만 1980년대 여천 석유화학단

지, 1990년대 대산 석유화학단지가 가동되면서 울산의 비중은 축소될 수밖에 없

었다. 더욱이 울산의 기업들은 다른 석유화학단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

조정을 거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은 일정 정도 회복되었으나 세계적인 메이저

회사들의 M&A, 중동 산유국의 석유화학 산업 진출, 세계적인 공급과잉 등 석유화

학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불리한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1031.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석유화학 부지조성(1969) 
석유화학 산업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6~1971)의 핵심 사업으로 
처음부터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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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시대의 격랑과 함께한 울산의 사건 

현대중공업 정지작업  
울산 조선소의 기공식이 1972년 동구 미포산 일대에서 열린 이후

미포, 녹수, 구미 마을 등 현대중공업 부지로 매립된 해안에서 파일 정지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현대중공업(2014)
2016년까지 특수선을 제외하고 52개국 298개 선주에게 2,000여 척을 인도했다. 

역사상 최단기간 내의 최대 건조 실적이다.



조선 산업

일제강점기에 이미 울산에는 방어진철공소, 무라카미 조선소(후에 청구조선

공업사, 현재 INP중공업)가 존재했으나, 이들은 1960년대까지 소형 근해 어선

이나 포경선을 건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울산의 조선 산업은 1972년 현

대조선중공업 울산조선소(1978년부터 현대중공업)가 건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후 1974년 동해조선, 1975년 현대미포조선이 설립되면

서 울산은 조선 산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한다.

제1차 오일쇼크에 따른 조선 산업의 전반적 불황 속에서도 현대중공업은 선

박 수주량을 늘려가면서 꾸준히 성장했고, 세계 1위의 조선소로 부상했다. 그뿐

만 아니라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LPG선과 LNG선을 건조하고, 같은 시기에 고속

운항이 가능한 슈퍼컨테이너 선을 건조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선박에 진출하는

기술적 성과도 이루었다. 그리하여 2012년 세계 최초로 선박 건조량 1억 GT의

기록을 달성했고, 2016년까지 특수선을 제외하고 52개국 298개 선주에게 2,000

여 척을 인도했다. 역사상 최단기간 내의 최대 건조 실적이다.

현대중공업은 조선 산업에 그치지 않고 해양, 엔진, 로봇 제작, 전기전자 시

스템,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건설장비 사업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가지만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기의 침체로 인한 조선 산업의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은 현대중공업 수리선 사업부로 출발했으나 수리 조선의 호황

으로 울산시 염포동에 제2공장을 건설(1982)하고, 그 후 주도적인 선박수리업

체로 급성장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의 생산설비를 갖춘 현대미포조선은 2000

년까지 수리 및 개조 선박이 8,200여 척에 이르러 우리나라 전체 선박 수리의 약

80%를 차지했다. 중국, 중동 등 신흥 조선국들이 선박수리업에 적극 진출하자

현대미포조선은 고부가가치 선박의 수리와 개조에 주력하고, 1996년부터는 신

조선 사업에도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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