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울산의 
자연 · 문화유산

울산은 한반도의 작은 한쪽일 뿐이지만

그 속은 세계사적 유산으로 가득하다.

그리고 ‘산업수도’로 유명한 울산은  

놀라운 자연유산, 찬연한 문화유산으로

역사도시, 생태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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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문양_ 천전리각석의 미
과거의 기하학적인 문양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하여 패턴화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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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 공업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중요한 문화유

적 도시이기도 하다. 특히 선사시대의 유적은 지구 식생의 변화와 인류의 발자

취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세계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울산은 태화강 수계를 따라 선사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다양한 자연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합유산(mixed heritage) 도시다.”  

울산에는 1억 년 전쯤엔 공룡이 살았던 흔적이 무수히 발견되었는데, 사람은

약 3만 년 전인 구석기시대 후기부터 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울주 삼남면

신화리 유적과 남구 옥현 유적이 구석기 유적이다. 

울산 자연생태계의 자랑이라면 6,000여 년 전에 생성된 무제치늪이 첫손가

락에 꼽힌다. 이 늪은 환경 변화 복원의 열쇠를 가진 타임캡슐로 불릴 정도로 학

술적 가치가 높아 2007년 람사 습지로 지정·등록되었다. 

울산의 대표적인 선사유적은 반구대 암각화로, 동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전

세계 수많은 바위그림 중에서도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배를 타고 작

살과 부구(浮具)를 사용해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은 당시 울산 해안에서 실제 고

래 사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인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다.”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으로, 천전리 각석과 함께 유네스코 세

계유산 최종 등재를 앞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울주 천전리 각석은 한반도

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각화 유적이며 울산 최초로 국보로 지정되었다. 여기에는

청동기시대 바위그림을 비롯하여 신라시대 사람들이 새긴 글자와 그림이 있다.

각석의 기록은 특히 신라 중고기의 정치사회 이해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한편, 일본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에는 1936년 울산에서 수집된 유물 124

점이 소장되어 있다. 왜 일본의 유명 박물관에 울산의 근대 자료가 있는지, 1936

년 울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유물이 어떻게 일본까지 가게 된 것인지 그

사연을 풀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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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는 “추풍령이남 사람 치고 울산 소금 안 먹은 사람 없다”는 말이

전해온다. 태화강 하구에 있던 조개섬에도 염전이 있었다. 조개섬에서 생산된

소금은 경주·의성·안동 등 영남 내륙지역에서 소비되었다. 큰 상인들은 배를

이용하여 소금을 소비지로 운반했고, 소금 행상들은 지게나 동이에 소금을 사가

서 판매했다. 울산이 소금 생산지였다는 사실은 현재 염포(鹽浦)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염포는 소금이 나는 포구라는 뜻이다. 

울산에는 구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화유적이 곳곳에 산

재해 있다. 그 중에서도 신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남부지역 토기편년 연

구의 기준이 되었으며, 무거동 옥현 유적은 울산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동

기시대 논 유적 조사의 시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달천 유적에서는 한반도

에서 최초로 철을 채광한 흔적이 확인되었고, 하대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솥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산동 유적은 울산지역 최대

의 고분군으로, 신라 초기 묘제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삼국시대 울산지역과 경주

지역의 정치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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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년 전 
울산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공달용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산과 공룡 

공룡 관련 영화들을 본다거나 공룡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거대한 몸집에 엄

청난 무게를 가진 공룡들이 땅을 울리며 움직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을 것이

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단단한 암석에 찍혀 있는 공룡발자국을 보고 ‘거대

한 몸집의 공룡’이 암석 위를 거닐 때, 그 힘에 의해 암석이 눌려 발자국 흔적이

남은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년 전의 울산으로 거슬러 가보자. 공룡들이 서식하던

당시의 울산지역은 건기(乾期)와 우기(雨期)가 반복되는 기후였다. 충적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우기에는 많은 비가 내려서 충적평원 곳곳에 크고 작은

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충적평원을 가로질러 발달한 하천의 범람이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넓게 펼쳐진 충적평원에는 다양한 중생대 식생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특히 간월산 일대에는 거대 침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대곡천 너머 먼



곳의 산에서는 크고 작은 화산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고, 자연 하천이나 강

들이 호수의 수계와 연결되어 흐르고 있었다. 공룡들은 물을 먹거나 먹이를

찾아 부드러운 진흙으로 구성된 강이나 호수, 하천의 퇴적물들을 밟으며 지나

갔다. 

구수리 일원의 호수(하천) 퇴적물에는 다양한 생명체(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가 생태계를 이루며 살았고 이를 먹이로 하는 중생대 물떼새가 분주하게 먹이활

동을 하고 있었다. 우기(雨期) 후 찾아온 오랜 기간의 가뭄으로 많은 공룡들이

중생대의 가장 큰 호수인 진동호 주변으로 무리지어 이동했지만 일부 공룡들은

식생과 물이 남아 있는 대곡천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강이

나 호수의 퇴적물에 남겨진 공룡과 새 발자국이 약 1억 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화석화 과정과 지각운동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공룡발자국 화석과

새발자국 화석으로 암석에 남게 된 것이다. 

공룡발자국 화석의 의미와 한반도 공룡 화석

공룡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인 약 2억 3,000만 년 전 지구상에 처음으로 출

현하여 중생대가 끝날 때까지 무려 약 1억 6,400만 년 동안 지구에 살았다. 공룡

이 살던 시기를 지질학적으로 중생대라 하며, 공룡은 중생대에, 육상에서 생활

하고, 아래로 뻗은 곧은 다리를 가진 파충류의 한 무리로 간단히 정의할 수 있다.

공룡(dinosaur)이란 이름은 1842년 영국의 해부학자 리처드 오웬 경(Sir

Richard Owen)이 그리스어 deinos(terrible, 무서운)와 sauros(lizard, 도마뱀)

를 합성해 ‘무서운 도마뱀’이라는 뜻의 ‘dinosaur’라고 지은 데서 비롯되었다. 

공룡발자국 화석은 공룡이 생활하면서 남긴 흔적으로 골격 화석과는 매우 다

른 학술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발자국 화석을 통해 어떤 종류의 공룡이었는지,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으며,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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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단독 혹은 집단생활을 했는지 등 공룡에 대한 많은 것을 밝혀 낼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1972년 경남 하동군 금남면 수문리 해안에서 공룡알 화석이

처음으로 발견되어 한반도에도 공룡이 살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후

1973년 경북 의성군 금성면 탑리 부근의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에서 초식공룡 용

각류의 위팔뼈(humerus)가 발견되었으며, 1982년 경남 고성군 덕명리 해안가

에서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룡발자국 화석이 보고되어 천연기념물 제411호로 지

정되었다. 1990년대부터 공룡발자국 화석은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기 시작했다. 

울산지역의 공룡발자국 화석

울산지역의 공룡 화석은 대곡천 암각화군 일원과 태화강 수계를 중심으로 집

중적으로 발견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자국들이 많이

발견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는 17곳이며, 그 중 3곳(천전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반구대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은 울산시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17곳의 공룡발자국 화

석 산지 중 11곳이 대곡천 암각화군 일원에 분포하며, 반구대 암각화 바로 아래

암석에서도 80여 개의 공룡발자국이 발견되었다(114쪽 그림 참조). 

사연 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 확인된 화석 산지의 76.5%에 해당하는 13

곳의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가 대곡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유곡동 공룡발

자국 화석 산지를 제외하면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공룡발자국은 대부분 태화강

수계를 중심으로 산재하고 있으며, 특히 대곡천 하상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특징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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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천의 공룡발자국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17곳의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중 11곳이 대곡천 암각

화군 일원에 분포하고 있으며 사연 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면 13곳의 공룡발자

국 화석 산지가 대곡천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울주 천전리 각석과 울

산 반구대 암각화 바로 아래에서 각각 130여 개와 80여 개의 공룡발자국이 확인

되었다.

대곡천 일원에서 확인된 공룡 발자국의 95% 정도가 초식 공룡이 남긴 발자

국이다. 초식 공룡 중에서도 조각류 발자국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

각류 발자국은 30% 미만이다. 

초식 공룡은 두 발로 걷는 육식 공룡과 달리 네 발을 이용하여 걷는다. 그러

나 조각류는 작은 앞발을 이용하여 네 발로 걷기도 했지만 때론 뒷발만 이용하

여 두 발로도 걸었다. 즉, 조각류는 2족 보행과 4족 보행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곡천을 포함하여 한반도에서 발견된 거의 모든 조각류 발자국에

서는 4족 보행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이 특이하다. 모두 2족 보행의 특징

을 보인다. 그리고 보폭이 매우 좁은 것이 특징이며, 발자국의 배열 상태를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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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중생대 고환경 복원도
(Artwork by Paul Koroshetz, Lockley, M.G., 1991)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공룡발자국 화석은 
울산시 문화재자료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114 울산을 한 권에 담다

대천곡 암각화군 일원의 공룡발자국 및 주요 지질 유산 분포도

천전리

대곡댐

대곡리

반곡리

태기리

반연리

사연댐



해 보면 비둘기처럼 안짱다리로 뒤뚱뒤뚱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곡천 일

원에서 발견되는 조각류 발자국은 전기 백악기의 대표적인 캐리리크니움

(Caririchnium)이라 명명된 발자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나, 발자국의 보존상

태가 좋지 않고, 주변에서 조각류의 골격이 발견되지 않아 발자국을 남긴 조각

류가 정확히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 

태화강의 공룡발자국

대곡천을 제외한 태화강 수계 일원에도 많은 공룡발자국이 분포하고 있다.

태화강 수계에서 발견된 공룡발자국 중 가장 특징적인 발자국은 4족 보행 조각

류 공룡발자국이다. 

공룡발자국 화석을 통해 공룡이 두 발로 걸었는지 혹은 네 발로 걸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육식 공룡은 두 발로만 걸었으며 초식 공룡 중 용각류,

각룡류, 후두류, 검룡류 등의 공룡들은 네 발로만 걸었다. 반면, 초식 공룡 중 조

각류에 속하는 일부 공룡 중에는 두 발 혹은 네 발을 모두 사용한 공룡이 존재한

다. 그러나 국내 공룡발자국 중 가장 많은 발자국이 조각류 발자국임에도 불구

하고 조각류 공룡의 앞발자국이 발견된 적은 매우 드물다. 국내에서 발견된 조

각류 발자국 화석은 거의 대부분 뒷발 자국 화석(2족 보행)이라는 점에서 4족 보

행 조각류 공룡발자국 화석이 갖는 학술적 가치는 매우 크다. 태화강의 4족 보행

조각류 발자국 역시 그런 의미에서 그 가치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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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곡동 공룡발자국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발자국 중 하천이나 하상이 아닌 내륙에서 관찰되는 공

룡발자국 화석 산지로 울산시 문화재자료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유곡동의 공룡발자국 화석은 약 91㎡ 넓이의 사암층에 보존되어 있으며, 초

식 공룡 조각류와 육식 공룡 수각류 발자국 등 약 80여 개의 발자국이 총 3개 층

군에서 관찰된다. 대부분의 발자국이 초식 공룡 조각류의 발자국(95% 이상)이

나 한 마리의 육식 공룡 수각류에 의해 남겨진 3개의 발자국이 관찰된다. 이들

초식 공룡 조각류는 한 방향으로 무리지어 이동했고, 육식 공룡 역시 조각류의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단독으로 이동했다. 이 육식 공룡의 발자국은 조각

류 발자국 위에 겹쳐진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데, 이는 초식 공룡이 지나간 뒤 육

식 공룡이 지나갔음을 의미한다. 영화에서처럼,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을 사냥

하기 위해 달려가면서 남긴 발자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화석 산지

이나 발자국에 근거한 공룡의 이동 속도를 계산한 결과,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

모두 느린 속도로 이동했다. 하지만 먹이를 찾던 육식 공룡이 초식 공룡의 냄새를

맡고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가면서 남긴 발자국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본다. 

복합유산 도시 

울산지역의 공룡발자국은 유곡동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태화강 수계를 중심으로 산재되어 있으며, 특히 대곡천 하상에 밀집되어 나타나

는 특징을 보인다. 공룡발자국은 중생대 백악기의 대구층에서 발견되며 이 층은

함안층에 대비되는 지층으로 약 1억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이다. 태화강의 본류

와 지류를 따라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 노두가 잘 발달해 있기에 지금까지 알려

진 공룡발자국보다 더 많은 공룡발자국이 태화강 수계에서 발견될 것으로 기대

116 울산을 한 권에 담다



된다. 공룡발자국뿐만 아니라 울산지역에서 조사된 보존가치가 높은 지질유산

은 대부분 태화강 수계를 중심으로 그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울산은 태화강 수계를 따라 선사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뛰어난 문화유산

을 많이 간직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유산과 더불어 다양한 자연유산이 공존하

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복합유산(mixed heritage) 도시이다. 향후 자연

유산에 대한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복합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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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공달용 외(2012)의 《한국의 지질 다양성-울산편》과 필자가 2013년 울산

매일신문에 기획기사로 연재한 〈복합유산도시 울산의 자연유산〉(10회), 2015년

경상일보의 〈7천년의 메시지 다시 읽는 반구대 암각화: 2회 복합유산의 寶庫〉

및 《울산 향토사 통합연구지》(제1호, 제2호)에 실었던 글과 일부 내용이 중복됨

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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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연구의 보고 무제치늪, 
상상 이상의 가치

정우규  울산생명의숲

울산지역의 생태계는 산지가 낙동정맥에 속한 서부의 영남산군과 동부의 동

대산맥으로 백두대간에 연결되고 그 사면에서 발원한 태화강, 회야강, 동천, 청

량천이 태화들 등 평야를 이루며 동해로 유입되고, 동쪽과 남쪽은 동해를 이루

고 있다. 울산지역의 생태계 가운데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되고 보존되어 온 곳

이 무제치늪이다. 

이 주제는 시민들이 울산의 생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무제치늪이 발견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구와 보존의 과정과 생태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연구와 보존의 역사

무제치늪은 한반도에서는 매우 희귀한 지형이고 생태계이며, 남부지방에서



처음 발견된 산지 늪이다. 이 무제치늪을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 주민들은 ‘물

티’(물이 많은 지점이란 뜻)라고 불렀고 삼동면 조일리 주민들은 ‘진뻘’ 또는 ‘시

비기’로 불렀다. 또한 조일리 주민들은 무제치를 ‘붓골재’라고 불렀다. 무제치늪

이란 이름은 과거 가뭄이 심할 때 인근 주민들이 이 지역에서 ‘무우제(舞雩祭)’

라는 기우제를 올렸으며, 의식을 행하던 이곳을 무제를 올리는 고개라 하여 무

제치(舞祭峙)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무제치늪이라고 지었다.

《정족산 무제치늪 생태계 정밀조사 보고서》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1998

년 12월 31일에는 5번째 자연생태계보존지역, 1999년 8월 9일에는 습지보존법

의 시행과 함께 습지보존지역, 그리고 2007년 12월 20일에는 제8차 창원 람사

르 총회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여러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했다. 

현재의 생태계 모습

지리상의 위치

무제치늪은 행정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산427-1번지에

속한다. 그 중심 습지인 제1늪은 510~530m, 제2늪은 545~555m에 위치한다.

제1늪과 제2늪 사이에는 면적이 좁고 모양이 긴 샛늪이 있다. 또한 무제치 제

1늪에서 무제치로 오르는 탐방로 옆에 참샘이 있고 여기서 나온 물이 흐르는 물

골 가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을 참샘늪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환경

부가 제1늪과 제2늪 및 그 주변부를 합쳐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습지보존지역으

로,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늪의 면적은 제1늪이 400×150m,

제2늪이 150×100m이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184,000㎢(약 56,000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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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치늪이 발견된 지 22년,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된 지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1늪과

제2늪을 제외한 다른 늪들의 위

치와 그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

지 않았다. 무제치늪의 중요성

으로 보나  보호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나 주

변 습지의 위치와 실태를 꼭 밝

혀야 한다.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늪들

가운데 제3늪과 제4늪은 환경부의 1997년과 1998년 보고서 및 2002년 울산광

역시사 등에 위치가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 이 2개 늪은 육상식물이 침투하여 둘

로 나뉜 것으로 제3늪은 제4늪과 붙어 있고 과거에 염소를 길렀던 지점으로 돌

로 쌓은 마구(축사)터 바로 아래에 있는 늪이다. 제4늪은 무제치로 난 임도 바로

아래에 있는데, 늪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식 개간 흔적이 있다. 제3늪과 제4

늪의 위치가 환경부에서 발행한 각종 보고서의 지도에 표시된 위치와 환경부의

보고서와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에서 간행한 《울산광역시사》에 실린 지도상

에서 표시된 위치에 차이가 있다. 이들 문헌에 표시된 위치는 어느 하나로 통일

되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발간된 보고서이고 정부 차원

의 기준이 되는 환경부의 보고서에 표시된 지도의 위치를 따랐다.

이들 늪이 정족산 임도와 천성산 임도가 만나는 지점, 즉 무제치에서 대성암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630m)의 길 위쪽과 아래쪽에 훼손이 심한 늪이 있다. 산

군들은 이 늪을 제5늪이라고도 하고 무제치 등늪이라고도 한다. 2개로 나눠 보

기도 하고 1개로 합쳐 보기도 한다. 

무제치 제2늪을 지나 침식이 심한 임도의 측구(배수로) 옆의 양간 낮은 지점

120 울산을 한 권에 담다

무제치늪의 위치(환경부 사용 지도)
무제치늪의 중요성과 보호지역 관리를 위해서 주변 습지의
위치와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제1늪

제2늪
제4늪

제3늪



에 진퍼리새 군락이 세모꼴로 형성되어 있다. 규모가 작지만 등산객들은 길윗늪

이라 부르기도 한다. 정족산 무제치 임도 아래 쪽 묘가 있는 아래에 진퍼리새 군

락에 오리나무 장령목이 자라고 있는 습지가 있다. 이 습지를 길아랫늪이라고

부르고 있다. 운흥골 골짜기의 끝 지점에 진퍼리새군락에 오리나무의 장령목이

발달한 습지가 있다. 이 습지를 운흥골늪이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아래쪽과 위

쪽으로 나뉘어 있어 둘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지형

무제치늪은 정족산(700m)의 북동쪽 능선을 따라 양측의 내려오던 사면에서

630m를 전후로 하여 완만한 경사 계곡이 생기고 510~630m에 여러 개의 습지

가 발달했다. 현재의 습원 발달 정도는 진퍼리새 군락이 중심이 되는 중간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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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무제치늪
무제치늪은 한반도에서는 매우 희귀한 지형이자 생태계로 남부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산지늪이다.



과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었던 부분에는 애기황새풀과 물이끼류가 군락을 이루

어 고층습원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습지 밑바닥에는 미세한 수로가 많이 형

성되어 있어 항상 일정량의 물이 고여 있다. 바닥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표면

사이에는 이탄층이 형성되어 있다. 이탄층에는 스펀지(갯솜)상의 많은 공극이

있어 다량의 물을 저장하고 있다. 습지 내부에는 제2늪에서 이탄층이 2m 깊이

로 쌓였고 탄소동위원소를 이용한 이탄층의 형성 연대 측정 결과는 제1늪은

6,000년 전, 제2늪은 1만 년 전으로 한반도의 습지들 가운데 가장 일찍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식물상 및 식생

무제치늪의 식물상과 식생이 최초로 조사된 것은 1997년 환경부의 《정족산

무제치늪 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고된 것이다. 이 때 밝혀진 식물상은 70과

1654속 257종이고 제1늪의 식생 유형은 습지 언저리에 산지산림 식생이 억새-

소나무군락, 졸참나무-은방울꽃군락 등 산지습원 식생이 진퍼리새-큰방울새

란군락, 바늘골-끈끈이주걱군락, 골풀-사마귀풀군락 등이 발달하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고, 2002년 환경부의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식물상

은 126분류군이고 습지 식생은 산철쭉-억새 군락, 오리나무-진퍼리새 군락, 진

퍼리새-하늘산제비란 군락, 바늘골-끈근이주걱 군락으로 보고되었다. 

제2늪의 식생 유형은 1997년 환경부의 보고서에서 진퍼리새-큰방울새란 군

락, 억새-소나무 군락 등이 보고되었다. 2013년 이병호 등의 조사에서 진퍼리

새-달뿌리풀 군락이 38.3%로 가장 우세하고, 다음은 소나무-솔참나무 군락이

23.9%였다. 습지 내부에는 오리나무-진퍼리새 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제1늪, 제2늪의 습지부 내의 식생은 전형적인 산지습원 식생이고 주변부는

온대낙엽수림이다. 습지 식생의 천이 단계는 중간습원과 고층습원이 발달해 있

다. 그러나 다른 늪들은 오리나무가 침투하여 습지림으로 변하고 또 억새, 미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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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나무, 산철쭉 등 산림식생이 급속도로 침투하고 있다. 습지 내 육상식물의 제

거가 시급하다.

동물

무제치늪과 주변에서 조사된 포유류는 문헌조사를 포함하여 고라니, 고슴도

치, 너구리, 다람쥐, 멧돼지, 청설모 등 7과 10종이 보고되었다. 멸종 위기종은

삵 1종이었다. 이 지역에서 조사된 조류는 붉은머리오목눈이 등 10과 16종이었

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의 조사 등 문헌조사를 포함하면 14과 20종이다. 멸종

위기종은 새매와 수리부엉이가 조사되었다. 이들은 천연기념물이기도 하다. 

양서파충류는 쇠살모

사, 유혈목이, 누룩뱀, 능구

렁이, 줄장지뱀,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두꺼비, 도

룡뇽이 조사되었다. 곤충류

는 이병호 등의 조사에서

35과 70종, 환경부 국립습

지센터의 문헌조사(2012)

까지 포함하면 68과 220종

이 보고되었다. 멸종 위기

종은 꼬마잠자리 1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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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치늪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 꼬마잠자리의 짝짓기 ⓒ윤석

무제치늪의 멸종위기종 자주땅귀개 ⓒ윤석



124 울산을 한 권에 담다

바위에 새긴 7,000년 전 기록, 
반구대 암각화

이상목  암각화박물관

국보 제285호 반구대 암각화는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991번지 일원에 위치

하고 있는 선사시대 바위그림이다. 암각화는 바위그림의 일종으로 단단한 도구

로 바위에 새긴 그림을 말한다. 반구대 암각화는 대곡천변의 깎아지른 절벽에

너비 8m, 높이 5m 가량의 판판한 수직 암면에 집중적으로 새겨져 있다. 암면의

방향은 북향이며 절벽 윗부분이 처마처럼 튀어나와 있어 비바람으로부터 수천

년간 그림이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다. 

석양이 질 무렵 바위그늘 아래에 있는 암면에 햇살이 비추면 그림이 선명하

게 모습을 드러낸다. 유적의 발견은 천전리 각석이 발견된 이듬해인 1971년 12

월 25일 문명대, 김정배, 이융조가 천전리 각석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

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1984년 동국대학교박물관에서 발간한 첫 보고서에

191점의 그림이 소개되었으며, 2013년 울산암각화박물관의 정밀조사를 통해서

307점의 그림이 확인되었다. 



그림은 주제별로 크게 사람의 전신(全身)이나 얼굴을 표현한 인물상(人物

象), 바다와 육지 동물을 표현한 동물상(動物象), 활과 배, 부구(浮具) 같은 도구

상(道具象), 주제나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미상(謎象)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물의 다양성 측면에서 반구대 암각화는 전 세계 수많은 바위그림 중에서

도 탁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물 그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래를

비롯하여 거북과 상어 같은 수중동물은 암면의 좌측 편에 집중되어 있으며, 육

상동물은 우측 편에 많다. 이러한 동물의 이분법적 공간배치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 투영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부분 고래는 하늘에서 내려본 듯한 조감적(鳥瞰的) 구도로 표현되어 마치

무리지어 헤엄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큰 고래 좌우에 가마우지로 보이는 바다 새에서 부리에 물고기를 물고 있는

모습도 있다. 먼 바다를 회유하는 고래와 너구리류의 짝짓기 장면, 사슴류의 뿔

형태, 보호색을 지닌 새끼멧돼지 등은 계절성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으로, 주로

환절기나 번식기에 나타나는 동물을 표현하고 있다. 

사냥이나 어로 활동과 관련된 배와 부구, 작살, 그물, 어살, 활 등과 같은 도

구상은 암각화 제작 시기와 당시 생활상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이다. 특히 배를

타고 작살과 부구를 사용해 고래를 사냥하는 장면은 당시 울산 해안에서 실제

고래 사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인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

닌다. 

반구대 암각화의 제작 연대는 연구자들의 다양한 견해로 인해 논란을 거듭

해온 가운데 신석기시대 말에서 청동기시대 초로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

러나 최근 과학적인 분석 결과와 고고학적 물증 자료를 통해 지금으로부터 약

7,000년 전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2005년 창녕 비봉리 패총과 2010년 울진 죽변 유적에서 출토된 목선은 약

8,000년 전에 제작된 것으로,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배로

알려져 있다. 2010년 울산 황성동 패총에서 출토된 작살이 박힌 고래 뼈는 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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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암각화 연대에 과한 결정적인 물증 자료로, 고고학적 층위연대 분석 결과

7,000~6,000년 전 반구대 암각화에 표현된 고래 사냥이 울산 해안에서 실재했

음을 증명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반구대 암각화 제작 연대를 7,000년 전

무렵의 신석기시대 이른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구대 암각화가 해외 학계에 알려지기 전까지 고래 사냥은 10세기경 스페

인 뻬이 바스크(Pay Basque) 지역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반

구대 암각화는 이보다 수천 년 앞선 유적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많은 연구자

들이 인류 최초의 고래 사냥 유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반구대 암각화는 천전리

각석과 함께 201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최종 등재를 앞두고 있

는 한반도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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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전리 각석에서 만난 
신라 왕족

신형석  울산대곡박물관

울산 최초의 국보, 천전리 각석

울주군 두동면의 태화강 상류인 대곡천 가에 있는 울주 천전리 각석(川前里

刻石)은 높이 약 2.7m, 너비 9.5m의 바위이다. 바위는 퇴적암의 일종인 셰일

(shale)이며,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어져 있다. 여기에는 기하학적 무늬 등 선사

시대 바위그림과 신라시대 사람들이 새긴 글자와 그림이 있다. 

울주 천전리 각석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암각화 유적이며 울산 문

화재 가운데 가장 먼저 국보로 지정되었다. 1970년 12월 24일, 문명대 등이 중

심이 된 동국대학교박물관 불적조사단이 《삼국유사》에 기록된 원효대사 유적인

반고사(磻高寺) 터를 찾으러 대곡천 유역 반구대(盤龜臺)에 왔다가, 집청정(集

淸亭)의 주인인 최경환(최준식)이 1km 올라가면 불탑이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가서 천전리 각석을 발견했다. 발견 사실은 1971년 1월 1일자 한국일보에 특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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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되었다. 당시는 바위그림보다 글자에 관심이 집중되었고, 화랑 유적 발견으

로 소개되었다.  

이 주변은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풍광이 아름다운데, 건너편에는 천전리 공

룡발자국 화석이 130여 개 펼쳐져 있다. 천전리 각석에서 상류로 1km 정도 올

라가면 울산대곡박물관이 있다. 

천전리 각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선사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라인들

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단부에는 기하학적 무늬와 동물 그림 등이 있으

며, 하단부에는 기마행렬(騎馬行列)·돛단배·용 그림 등이 새겨져 있다. 전자는

청동기시대 사람들이 새긴 것이다. 후자는 신라인들이 새긴 그림으로, 금속제

도구를 사용한 세선각화(細線刻畫)이다.

글자는 바위면 여러 곳에 새겨져 있다. 이 가운데 바위 중간 하단부에 있는

마치 책을 펼쳐 놓은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의 기록이 가장 주목받았다. 여기에

처음 글자를 새긴 시기는 법흥왕 12년(525)이다. 발견 당시 이 명문이 신라시대

석문(石文)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중요성으로 인해 천전리

각석은 1973년 국보 제147호로 지정되었다.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각석 원명(을사명)과 추명(기미명)
오른쪽의 을사년에 새긴 글을 원명(을사명)이라 하고, 뒤에 기미년에 새긴 글(왼쪽)을 추명(기미명)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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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 왕족, 천전리에 오다

울주 천전리 각석에 새겨진 글자에서 신라 왕족의 행차를 알 수 있다. 울산

대곡천까지 와서 자취를 남긴 신라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천전리 각석의 바위 중간 하단부에 책을 펼쳐 놓은 모양을 하고 있는 부분에

서 오른쪽은 먼저 새긴 것이라 하여 ‘원명’(原銘, 525년)이라 불린다. 왼쪽은 뒤

에 새긴 것이라 하여 ‘추명’(追銘, 539년)이라 불린다. 원명은 을사년에 새겼으

므로 ‘을사명’이라 하며, 추명은 기미년에 새겼으므로 ‘기미명’이라고도 불린다.

먼저 원명(을사명)에 보면, 법흥왕 12년(525) 갈문왕(葛文王)이 어사추여랑

(於史鄒女郞)과 여러 수행원을 거느리고 천전리 계곡을 찾아왔다. 이 갈문왕은

법흥왕의 동생인 사부지(徙夫知)이다. 사부지는 《삼국사기》에 입종갈문왕(立

宗葛文王)으로 나온다. 

갈문왕은 신라 초기부터 있던 제도인데, 다른 족단의 우두머리에게 주던 지

위였다. 4세기 중반 김씨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김씨 족단 내의 인물이 임명되

었다. 왕의 동생이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흥왕 대에도 그런 관행이 이어

지고 있어 사부지가 갈문왕 자리에 있었다. 갈문왕도 ‘왕(王)’으로 불렸으며, 그

에 따라 갈문왕의 부인은 ‘왕비(王妃)’로 불렸다. 갈문왕은 국왕에 비견되며 일

반 신하와는 다른 특수한 위치를 차지했다.

어사추여랑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삼국사기》 등의 문헌에 보이

지 않는다. 그녀는 원명(을사명)에서 “함께 놀았던 벗은 누이[妹]인 아름다운 덕

을 지닌 밝고 신묘한 어사추여랑님이다[幷遊友妹麗德光妙於史鄒女郞王之]”

라고 한 것을 보면, 왕실에서 아주 귀한 대접을 받던 여성이었다.

525년 갈문왕 일행은 천전리 계곡의 경치를 감상하고, 그 날의 일을 바위에

기록으로 남겼다. 천전리 골짜기는 본래 이름이 없었는데, 좋은 돌을 얻어 글을

썼고 ‘서석곡(書石谷)’이라 불렀다고 한다. 바위에는 왕족 이외에 음식을 만든

작식인(作食人)이라는 여성 2명을 비롯하여 수행원들의 이름도 새겨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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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명(기미명)은 14년 뒤 법흥왕 26년(539) 왕족의 행차 사실을 기록한 것이

다. 원명(을사명)이 끝나는 부분에 이어서 새로운 방문 사실을 글자로 새겼다.

추명(기미명)에 보면, 법흥왕 26년(539)에 왕족 일행이 천전리 각석을 찾아왔다.

이 때 방문한 왕족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상 논란이 있지만, 지몰시혜비

(只沒尸兮妃), 무즉지태왕비(另卽知太王妃) 부걸지비(夫乞支妃), 사부지왕자

랑 심맥부지(徙夫知王子郞 深麥夫知)로 보고 있다. 이 때는 법흥왕 12년(525)

에 다녀갔던 사부지갈문왕과 어사추여랑이 이미 사망한 뒤였다.

지몰시혜비는 지소부인(只召夫人)으로 법흥왕의 딸이며, 진흥왕의 어머니

였다. 당시 왕족은 근친혼을 했는데, 그녀는 삼촌인 사부지갈문왕과 혼인했다.

진흥왕에게 법흥왕은 큰아버지이면서, 외할아버지도 되었다. 무즉지태왕은 법

흥왕을 말하며, 부걸지비는 법흥왕비인 보도부인(保刀夫人)이다. 

539년 법흥왕은 ‘태왕(대왕)’호를 사용하고 있다. 신라 왕호는 법흥왕 때 대

왕(태왕)으로 변화되었다. 520년대까지 왕호는 울진 봉평 신라비(524년)의 ‘모

즉지매금왕(牟卽智寐錦王)’에 보듯이 매금왕이었으나, 530년대 중반에 대왕

(태왕)으로 격상되었다. 이것은 국왕의 위상이 달라졌음을 말한다. 그 사이에 일

어난 중요한 사건은 법흥왕 14년(527) 불교 공인, 법흥왕 18년(531) 상대등(上

大等) 설치, 법흥왕 19년(532) 금관가야 복속, 법흥왕 23년(536) 건원(建元)이

란 독자 연호 사용 등이 있다. 그러한 사정이 천전리 각석의 추명(539년)에도 반

영되어 있다. 또한 천전리 각석 ‘을묘명’(535년)에는 ‘성법흥대왕(聖法興大王)’

이란 글자가 있다.

사부지왕은 사부지갈문왕을 줄여서 부른 것이다. 심맥부지는 그의 아들 진

흥왕을 말한다. 《삼국사기》에 진흥왕의 이름은 ‘삼맥종(彡麥宗)’, ‘심맥부(深麥

夫)’라 기록되어 있다. 천전리 각석에 왔을 때 진흥왕의 나이는 여섯 살이었다.

그는 법흥왕이 승하하자 일곱 살에 왕위에 올랐다. 어린 나이여서 태후가 섭정

(攝政)을 했다. 진흥왕이 친정(親政)하기 시작한 연대는 18세가 되는 진흥왕 12

년(551)의 연호를 개국(開國)이라 한 시기로 추정된다. 화랑도 창설, 한강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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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 울산의 동축사 건립, 대가야 정복 등이 진흥왕의 업적이다. 

바위의 글자 내용으로 볼 때, 지몰시혜비는 남편(사부지갈문왕)을 그리워하

여 어머니(부걸지비)와 아들(진흥왕)과 함께 천전리 각석을 찾아왔던 것이다. 바

위에 이 행차를 기념하는 기록을 남기면서, 14년 전인 525년의 방문 내용을 적

어 놓았다. 14년 전의 행차 날짜와 시간까지 기록해 둔 것이다. 그날은 왕실 사

람에게 기억할 만한 날이었고, 두 번째 행차도 그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번에도 작식인(作食人) 여성 3명을 비롯하여 수행원들의 이름을 바위에

기록했다. 작식인 가운데 1명은 14년 전에 다녀갔던 여성인데, 다시 천전리 각

석에 왔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두 번에 걸친 신라 왕족의 천전리 행차는 그 주인공과 정확한 날짜까지 알 수

있어, 울산 역사에서 볼 때 하나의 사건으로서 중요하다. 방문 날짜는 법흥왕 12

년(525)은 6월 18일 새벽이었고, 법흥왕 26년(539)은 7월 3일이었다. 찾아온 계

절은 모두 여름이었다.

천전리 각석이 있는 곳은 지금도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지만, 신라시대에 왕

족이 찾을 정도로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다. 이곳은 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기

념하던 공간이었으며 추억이 있는 소중한 장소였다. 

최고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 울산

신라 왕족 외에도 천전리 각석에는 귀족·승려·화랑·지방민 등이 다녀갔다

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은 새긴 연도의 간지(干支)에 따라 을묘명·계사명·

을축명·계해명 등으로 불린다. 영랑(永郞)을 비롯한 ‘랑(郞)’자가 들어가는 인

명이 여러 군데 새겨져 있다. 수품(水品)·호세(好世)·안장(安藏)·혜훈(惠訓)

등의 이름도 보인다. 6세기 전반부터 신라 말까지 천전리 계곡은 왕경인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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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지방민도 찾아왔다. 

울주 천전리 각석의 기록은 신라 왕실 구성원 존재 양상과 육부(六部), 갈문

왕(葛文王), 왕권 강화, 여성의 지위, 신라어(新羅語) 등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신라 중고기(법흥왕∼진덕여왕) 정치사회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사료로 평가된다.  

울주 천전리 각석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신라 왕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흔

적이 남아 있는 유적을 다른 데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울산은 훌륭한 기

록문화를 탄생시키고 보유한 역사·문화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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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처용의 
고향이었다

신형석  울산대곡박물관

처용설화와 울산

신라의 〈처용가(處容歌)〉와 〈처용무(處容舞)〉의 주인공인 처용의 고향은

울산이었다. 동해 용(龍)의 아들이라는 처용은 신라 헌강왕 대에 울산 개운포(開

雲浦)에서 등장했다. 헌강왕을 따라 왕경 경주로 가서 관직을 받고 왕정을 보좌

했다. 

그는 노래와 춤에 뛰어났다. 역신(疫神)이 아내를 범하는 장면을 보고는 노

래를 부르고 춤을 춰 역신을 물리쳤다. 역신을 물리친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널

리 알려져, 그의 얼굴 모습을 붙이면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움을 맞이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처용의 노래와 춤은 후대에 이어져 〈처용무〉로 공연되었다. 고려시대를 거

쳐 조선 세종 대에 동서남북과 중앙의 5방(方)에서 5명이 춤을 추는 궁중 무용으

로 정착했다. 우리나라 궁중 무용으로 유일하게 〈처용무〉는 사람 형상의 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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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고 춤을 춘다. 궁중 연례(宴禮)에서 악귀를 몰아내고 평온을 기원하거나, 음력

섣달그믐날 악귀를 쫓는 의식인 나례(儺禮)에서 복을 구하며 추었던 춤이다. 

현대에 와서 〈처용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2009년 9월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헌강왕의 울산 행차

신라 하대(下代, 780~935)에 이르러 왕조는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으나, 헌

강왕 대는 일시적으로 정치·사회적으로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 시기 울산

에서 처용(處容)이 등장했다. 

헌강왕은 경문왕의 장남으로, 875년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헌강왕

은 총명하고 민첩했으며 글 읽기를 좋아했다. 눈으로 한 번 보면 입으로 모두 외

웠을 만큼 총명했다. 또한 춤과 음악을 좋아했고, 이것에 조예가 깊었다. 왕은 불

교와 국학(國學) 진흥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 

《삼국사기》에는 헌강왕이 동쪽 고을을 순행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헌강왕

5년(879) 3월에 “왕이 동쪽의 주군(州郡)을 순행했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

는 사람 넷이 왕의 수레 앞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다. 그들의 모양이 무

섭고 차림새가 괴이하여,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산과 바다에 사는 정령

(精靈)이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동쪽 주군을 순행한 것은 바로 울산

방면으로 행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 왕 앞에서 춤을 춘 ‘산해정령(山

海精靈)’이라 일컬어지는 네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본래 신라

사람들과 다르게 보였기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이다. 

헌강왕의 울산 순행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처용랑망해사조’에 자세히 기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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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대 헌강대왕 때는 서울[경사(京師), 한 나라의 중앙 정부가 있는 곳]

에서 해내(海內)에 이르기까지 집과 담장이 연이어져 있고 초가는 하나도 없

었다. 풍악과 노랫소리가 길거리에서 끊이지 않았고, 바람과 비는 철마다 순

조로웠다. 이때 대왕이 개운포〔開雲浦, 학성(鶴城) 서남쪽에 있으니 지금의

울주(蔚州)〕에 노닐다가 돌아가려고 물가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자욱해져 길을 잃게 되었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좌우 신하에게 물

으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이것은 동해 용(龍)의 조화이니 마땅히 좋은

일을 하여 풀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칙명을 내려

용을 위해 가까운 곳에 절을 짓도록 했다. 왕명이 내리자 구름이 개이고 안개

가 흩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을 개운포라 이름 했다. 동해 용은 기뻐하며

아들 일곱을 데리고 왕 앞에 나타나 왕의 덕을 찬양하며 춤을 추고 음악을 연

주했다. 그 중에서 한 아들이 왕의 수레를 따라 서울에 들어와 왕정을 보좌했

는데, 그 이름을 처용(處容)이라 했다.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게 하

여 그가 마음을 붙여 머물러 있기를 바랐고, 또 급간(級干)의 벼슬을 주었다.

(하략)

이 기록은 설화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

나, 헌강왕은 울산 개운포에서 ‘유(遊)’하여

처용을 왕경으로 데려가 급간(급찬, 제9등)의

벼슬을 주고 왕정을 보좌하게 했다. 헌강왕이

울산지역에 단순히 놀러왔다고 하기는 어렵

고, 정치적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순행은 대개 민심을 수습하고 왕의 권위

를 높이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헌강왕의 울

산 순행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처용 가족이

춤과 음악으로 왕을 찬양했다는 것을 보면 행

차는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국왕 행차에 구름과 안개로 길을 잃게 만
《삼국유사》, ‘처용랑 망해사조’
헌강왕의 울산 순행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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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는 것은 울산지역민이 왕에 대해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헌강왕은 울산에 사찰 창건을 약속하고, 망해사(望海寺)를 지었으며, 처

용을 발탁하는 등 울산지역을 우대했음을 알 수 있다. 

처용이 나왔다고 하는 처용암(處容巖)은 울산 남구 황성동 세죽마을 앞에 있

다. 울산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처용암(상: 1972) (사진 제공: 서진길)과 오늘날의 모습(하)
처용이 나왔다는 처용암은 남구 황성동 세죽마을 앞에 있으며 울산시 기념물 제4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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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사진경의 상징, 처용

처용의 성격에 대해서는 먼저 울산지역의 호족의 아들로서 볼모로 왕경에 와

서 벼슬을 받은 것이며, 이것은 신라 정부의 지방세력 포섭책의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당시 왕경 배후에 호족세력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처용을 이재술(理財術)에 능한 이슬람 상인으로 보고, 그의 의견을 정

책에 반영시키려고 등용한 것이라 보는 견해가 있다. 처용을 “눈이 깊고 코가 높

다”고 묘사한 것을 보면 신라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는 이슬람교도에게 불교 사찰을 지어 주었다는 점이 걸린다. 처용을 헌강

왕의 서자인 요(嶢, 효공왕)로 보고, 처용설화를 효공왕(孝恭王, 897∼912) 등

극 설화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으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처용에게 음

악을 관장하던 기관인 음성서(音聲署)의 경(卿)에 준하는 관등을 주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처용을 무당(巫堂)으로 보고 그런 의식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귀신을 물리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 

이처럼 처용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당시 일반 사람과는 좀 다른 외모

와 노래·춤에 특별한 재능을 가졌으며, 역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

재였음을 알 수 있다. 

9세기 말, 처용과 같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울산에 있었다는 것은 울

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해 보게 된다. 울산은 신라의 주요 대외 교섭 창구였

다. 울산에 다양한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으며, 이곳에 다양한 정보가 모여들었

기 때문에 처용과 같은 존재가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헌강왕이 울산에 행차

한 이유도 울산지역의 이런 점을 주목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당시 서역인도 울

산항에 왕래했을 것이다. 처용을 이슬람 상인으로 해석하는 주장이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 중세 아랍 문헌에는 신라에 오고 갔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다.

처용이 받은 관등 급찬(제9등)은 진골이나 육두품만이 오를 수 있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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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골품제의 틀을 흔들 정도의 파격적 등용이었다. 헌강왕이 처용을 등용한 것

은 처용의 능력과 그의 출신지 울산지역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

로 보인다. 

헌강왕은 처용 집단을 위해 영취산 동쪽 기슭의 경치 좋은 곳을 골라 망해사

를 세웠다. 망해사는 신방사(新房寺)라고도 불렸다.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

의 망해사에 가면 승탑 2기를 볼 수 있다. 이 승탑은 신라 말에 건립된 것으로,

보물 제173호로 지정되어 있다.

전통시대 사람들은 귀신이 붙어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다. 역신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이었으며, 인간에게는 두려운 존재였다. 신라에서 역병은 삼국시

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헌강왕의 아버지인 경문왕 때인 867~873년(경문

왕 7~13)에도 세 번이나 유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용이 춤과 노래의 힘으로

역신을 물리쳤으니, 대단한 존재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처용이 부른 노래가 〈처용가〉였다. 처용은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

런 일을 맞이한다는 ‘벽사진경(僻邪進慶)’의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후세 사람들

도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춤과

노래를 이어 받았던 것이다. 

울주 망해사지 승탑(보물 제173호)
헌강왕은 처용집단을 위해 영취산 동쪽에 망해사를 세웠다. 

망해사에는 신라 말에 건립된 승탑 2기가 있으며 
보물 제173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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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도 
부처가 살고 있었네

원영미  울산대학교

불교 이념으로 왕권을 수호하라

신라 진흥왕 때, 왕이 넓어진 영토에 걸맞게 궁궐을 넓히려고 궁궐인 월성의

동북쪽에 터를 닦기 시작했는데, 황룡이 나타나자 그곳에 궁궐 대신 절을 지었

다. 그 뒤 어느 날 하곡현 사포(울주 곡포) 앞 바다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배가 떠

왔다. 배에는 인도의 아육왕이 보낸 문서와 함께 부처상과 보살상 모형, 황금과

쇠가 실려 있었다. 아육왕은 불상을 만들려다가 매번 실패하자, 그것을 배에 실

어 바다에 띄워 보내면서 “인연이 있는 땅에서 장육존상을 이루어 달라”는 내용

의 편지를 함께 보냈다. 인도를 떠난 배가 오랜 시간 세계 여러 곳을 떠다녔으나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결국 신라에 닿은 것이다. 이에 왕은 배가 닿은 근처 높

은 곳에 동축사를 세우고 불상 모형을 모신 뒤, 금과 쇠는 경주로 옮겨 한 번에

장육존상을 완성하여 이를 황룡사에 안치했다. 

진흥왕은 “왕은 곧 부처”라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적극 펼쳤던 왕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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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정복한 지역의 주민을 신라인으로 편입시키면

서, 부처가 중생을 구제하듯이 왕이 백성을 구제한다는 이념을 적극 활용했다.

왕이 부처임을 증명하려면 부처의 나라인 인도와 신라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필

요가 있었다. 그래서 스스로 전륜성왕을 자처하며 정복전쟁을 통해 인도를 통일

한 아육왕(아소카왕)이 보낸 배가 신라에 닿았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인도

가 서쪽에 있는 부처의 나라인 서축이라면, 신라는 동쪽에 있는 부처의 나라인

동축임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인도에서 온 배는 왜 하필 울산 바닷가에 와 닿은 것일까? 신라가

동쪽 부처의 나라인 동축이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야기 구조가 사

실에 기반을 두어야만 했을 것이다. 인도 아육왕이 보낸 배가 외국 배들이 드나

드는 국제적인 항구에 닿아야 설득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울산 중구 반구동 유

적은 울산이 신라의 국제무역항이었을 개연성을 높여준다.

건국 이후 신라 왕실은 귀족집단의 대표로서 귀족세력과 경쟁하며 왕권을 세

동축사
동축사와 태화사 그리고 압유사는 신라 왕실의 불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 나가던 시기에 건립한 국가 사찰이다.



144 울산을 한 권에 담다

습해 왔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귀족세력을 견제해야만 했고, 이를 위해 불교

이념을 적극 받아들였다. 신라 귀족은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임을 강조하며 기득

권을 유지했다. 신라 귀족에게 하늘신은 최고신이었다. 그런 하늘신(천신)이지

만, 불교 이념에서 천신은 윤회를 거듭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범천과 제석

천, 사천왕 등은 모두 천신으로 부처를 모시는 존재인 것이다. 왕이 부처가 되는

순간, 천신이 부처에게 순종하듯, 귀족은 왕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신라의 왕들은 불교 이념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승려들을 당

나라에 유학 보내 불법을 배워오도록 했다.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온 승려들은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으며 활동했다. 유학승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자장(慈

藏, 610~654년경)이다.   

선덕여왕 5년(636)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난 자장은 돌아오자마자 왕에게 9

층탑을 세울 것을 건의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 황룡사 9층 목탑이 완성되었다.

또 자장은 경주 남쪽에 통도사와 태화사를 건립하고 중국 오대산에서 만난 문수

보살에게서 받아 온 사리 100과를 통도사 금강계단과 태화사 탑에 나누어 모셨

다. 이렇게 하여 부처의 진신사리를 모신 태화사가 울산에 세워진 것이다. 

자장이 울산에 세운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절이 있다. 언양에 있었다는 압유

사가 그것이다. 자장이 중국 태화지 용에게서 받아온 나무오리 베개와 석가모니

가사를 통도사에 모셨는데, 이 나무오리 베개가 이적(異蹟)을 일으켜 압유사를

세우게 되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전한다. 

동축사와 태화사 그리고 압유사는 신라 왕실이 불교 이념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나가는 시기에 건립한 국립 사찰이다. 이러한 사찰 건

립을 통해 신라불국토설을 구체화하고, 사찰을 중심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높여나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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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호족, 신라왕과 경쟁하다

신라 중앙 권력이 울산지역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세운 사찰로 망해사(望

海寺)를 들 수 있다. 망해사는 동해 용과 그의 아들인 처용과 관련된 사찰이다.

망해사는 신라 헌강왕 대에 건립되었다. 

동해 용은 울산을 방문한 헌강왕의 행차를 방해한 인물이다. 그런데 헌강왕

은 동해 용을 꾸짖기보다는 화해의 손을 내밀었고, 동해 용은 헌강왕의 손을 잡

았다. 이것은 동해 용의 세력이 왕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컸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런 점에서 동해 용은 울산의 바다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던 울산

의 호족세력이고, 처용은 그의 아들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서울로 가서 급간

의 벼슬을 얻었음에 불구하고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엄격한 신

분제 사회에서 귀족의 딸을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신분을 알 수 없는 아름다

운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는 점에서 처용은 신라의 중앙권력과 지방의 호족세력

의 결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해석된다. 

불국토가 울산에도 있었네

신라가 불국토이니, 왕경 경주 주변에 있는 울산 역시 불국토가 아닐 수 없

다. 울산에서 부처가 사는 곳은 영축산이라 불린 문수산이다. 문수산은 문수보

살이 산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울산이 불국토라는 인식은 영축산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의 영축

산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영축사는 국사 연회를 배출한 사찰이기도 하다. 신라 원성왕 대에 연회(緣

會)는 세상과 등지고 숨어살았다. 연회의 명성을 들은 원성왕이 그를 불러 국사

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냈다. 연회는 왕의 부름을 피해 도망가는 길에 밭을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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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만났다. 노인이 이름 팔기를 좋아하는 것이라 비난하자, 연회는 노인의

말을 더 듣지 않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가다가 시냇가에서 만난 노파는 그 노인

이 문수보살이었음을 알려주었다. 되돌아온 연회는 문수보살을 뵙고, 그가 만난

노파가 변재천녀(辨才天女, 불법을 노래하는 여신)였다는 사실을 문수보살을

통해 알게 된다. 이 일로 왕의 부름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은 연회는 암자로 되돌

아가 왕의 부름을 받아들였다.  

연회가 처음에 왕의 부름을 거부한 것은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른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연회로 대표되는 울산의 독자적인 불교 세력이 있었고, 이들은 중

앙권력과 대립하는 위치에 있다가, 중앙권력의 회유책으로 결탁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울산에 독자적인 불교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낭지(朗智)와 관련된 설화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시대 문수산에 고승 낭지가 살고 있었다. 낭지는 지통

이 배움을 얻기 위해 찾은 인물이다. 의상의 제자로 알려진 지통이 문수산에 있

영축사지 원경 (울산박물관)
울산이 불국토라는 인식은 영축산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도의 영축산은 석가모니가 제자들에게 설법을 한 산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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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낭지를 찾아왔다는 사실은 울산에 낭지로 대표되는 불교 세력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낭지는 원효가 배움을 얻고자 한 인물이기도 하다. 원효가 울산 인근의 반고

사에서 지내면서 서술한 책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고승이다. 

원효가 창건했다는 운흥사의 건립 설화에서도 불국토로서의 울산에 대한 인

식을 읽을 수 있다. 원효가 경주 단석산 척판대(혹은 기장 장안사의 척판암)에

있을 때, 당나라 산동성에 있는 법운사(法雲寺)에서 1,000명의 승려(신도)가 불

공을 드리고 있는 절집이 무너질 것을 예감하고, ‘해동원효’라고 쓴 소반(판자)

을 날려 신도들을 살렸다. 생명을 구한 1,000명의 승려가 원효를 찾아왔고, 원효

는 1,000명의 제자와 함께 지낼 곳을 찾아 나섰다. 그래서 자리 잡은 곳이 천성

산 운흥사라는 것이다. 13 암자를 거느린 운흥사는 조선 중기에는 불교 서적을

간행한 대찰로, 조선 중기까지 번창하다가 후기에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졌다. 

국가를 수호하는 불교

청송사가 있는 문수산은 신라 때부터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상주하는 신성

한 곳으로 여겨졌다. 청송사가 호국 사찰로서의 면모를 보인 것은 임진왜란 때

의 일이다. 의병장 서몽호 부대가 문수산에 주둔했을 때 한동안 청송사에 군량

을 저장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의 변란에 직면하여 울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의병부대를 결성했다. 이 때 의병들이

훈련을 하고, 군량을 보호·유지한 곳이 사찰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울산이 왜군에게 함락된 이후 울산 의병들이 동대산 기박산

성에 집결하여 의병부대를 형성했고, 이 때 가까이에 있던 신흥사는 의병과 관

군에게 식량을 조달하고 병력을 훈련시키는 장소를 제공했다. 신흥사 승려 지운

이 이끄는 승병 100여 명이 의병부대에 가세했으며, 신흥사가 제공한 군량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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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 석이었다. 외적의 침략에 승려들도 적극 나선 것이다.

동해 용은 울산의 호족세력을 대표하는 인물인 동시에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수호신이기도 하다. 문무왕이 죽어 동해의 용이 되어 나라를 지

키겠다고 유언을 남긴 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용금소 또는 황용연이라고

불리는 중구 태화루 절벽 아래는 깊은 소로 되어 있다. 조선 영조 때의 기록에 용

금소와 백양사로 오간 용의 이야기가 전한다. 한 번은 사람들이 태화루에서 놀

다가 술에 취해 은 술잔을 용금소에 빠뜨렸다. 사람을 시켜 은 술잔을 찾게 했는

데, 잠수부가 용금소로 헤엄쳐 들어가니 소 가운데 굴이 있었다. 굴을 따라 조금

들어가니 용궁전이 있었고, 그곳에서 용왕을 만났다. 용왕은 궁전 위에서 떠드

는 것이 시끄러워 잔을 일부러 빠뜨리게 했다고 한다. 잠수부가 굴 안으로 더 들

어가니 백양사 북쪽 못으로 나왔다고 한다. 용금소와 백양사를 오갔던 용은 호

국용으로 이해된다.  

석남사가 가지산에 있는 까닭

경전 공부를 통해 불법을 깨치지 않더라도 참선을 통해 한순간에 해탈할 수

있다는 선종의 흐름이 신라 하대에 전해졌고, 신라에 9산선문(九山禪門)이 수

립되었다. 그 중 하나가 전라남도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 본거지를 둔 가지산문

이다. 가지산문은 해상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했고, 후에 왕건 세력

에 가담하여 후삼국 통일에 기여했다. 

중국의 남종선을 신라에 도입한 사람은 도의(道義)이다. 처음에 남종선이 받

아들여지지 않자 도의는 설악산 진전사에 들어가 제자를 길렀고, 제자 염거를

거쳐 체징에 이르러 가지산문이 열리며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지방세력과 연합

하며 성장한 가지산문의 분원인 석남사가 경주에 가까운 울주에 세워질 수 있었

던 까닭은 무엇일까? 

석남사 창건자는 진공(眞空, 855~937)으로 알려져 있다. 가지산문(가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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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의 일원인 진공은 신라 귀족(진골) 출신으로 신라 왕실과 고려 왕건 사이를

오가며 교섭 창구와 교량 역할을 하여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는 데 기여한 인물

이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진공의 공로가 인정되어, 장흥에 있는 가지산

문이 경주에 가까운 울주에 분원인 석남사를 세웠고, 절이 들어선 산도 ‘가지산’

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석남사의 겨울 (2011)
석남사 창건자인 진공은 신라 귀족 출신으로 신라가 고려에 항복하는데 기여하여 울주에 석남사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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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에 
근대 울산 유물이 있는 까닭은

신형석  울산대곡박물관

1936년 울산 달리 마을의 농촌위생조사

일본 오사카 국립민족학박물관에는 1936년 울산에서 수집된 자료 124점이

소장되어 있다. 왜 일본의 유명한 박물관에 울산의 근대 유물이 있는 것일까?

1936년 울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으며, 유물은 어떻게 일본까지 가게 된 것인

지 궁금하다.

1936년 여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된 농촌위생조사단이

울산 달리(굿모닝병원~강남초등학교~울산공고 일원)에 와서 위생조사를 실시

했다. 조사단은 최응석을 포함한 의학부 학생 8명, 경제학부 학생 1명, 여자 의

학전문 학생 3명 등 모두 12명이었다. 조사단에는 조선 출신 학생과 일본 학생

이 함께 있었으며, 여학생도 3명 포함되었다. 

당시 달리(達里) 마을은 127호가 살고 있던 전형적인 농촌이었다. 마을 주변

으로는 넓은 들판이 있었다. 마을 근처에는 1935년 완공된 동해남부선 철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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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고 있었다. 마을 동쪽은 삼산평야로, 1928년 12월에 개장한 울산비행장

이 있었다. 지금은 비행장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달동문화공원~남구청~현대

백화점 일원에 울산비행장이 있었다.

달리에서 위생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울산 출신 농업경제학자 강정택(1907

~?) 때문이었다. 강정택은 1907년 울산 신정동에서 태어나, 울산공립보통학교

와 대구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1930년 도쿄 제일고등학

교를 졸업했다. 그는 외삼촌 이종하(李鍾河)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일본 유학

기간 동안 재정을 지원해 주던 시부사와 케이조(渋澤敬三, 1896~1963)의 권유

로 도쿄제국대학 농학부에 진학했다. 졸업 후에는 농학부 ‘부수(副手)’에 임명되

어 연구자의 길을 걸었다. 광복 후에 경성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제2대 농림부 차

관을 역임했다. 6·25전쟁 중에 납북되었다. 

그는 1933년 도쿄제국대학 농학부를 졸업하고 농학부 부수로 근무하면서 지

도교수와 함께 농촌사회경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가 울산 달리에서 조사

하고 있을 때, 자신의 도쿄 제일고등학교 후배였던 최응석이 시부사와 케이조를

만나 농촌위생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논했다. 이에 시부사와 케이조가 조사

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최응석은 조사단을 구성하여 울산으로 오게 되었다.

최응석은 평양 출신으로 강정택의 고등학교 후배였다. 

강정택과 최응석은 시부사와 케이조의 후원을 받고 있었다. 시부사와 케이

조는 학생 때부터 어업 관련 자료에 관심을 가져 민간 생활용품을 조사하고 수

집했다. 대학을 졸업하던 1921년 도쿄에 ‘아틱 뮤지엄(Attic Museum)’을 창설

하여 그의 저택 다락방에 수집한 자료들을 소장했다. ‘아틱(Attic)’은 다락방이란

뜻이다. 1930년에 수집한 자료가 2만 점이나 되었다고 한다.

1936년 7월 1일, 최응석과 시부사와 키쥬오가 선발대로 왔고, 7월 11일 나머

지 학생들이 달리에 왔다. 이후 8월 18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강정택은 자기

집을 조사원들에게 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며 조사를 도왔다. 강정택

의 부인 이간원은 의사로, 울산 성남동에서 평화의원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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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세부 조사표를 만들어 마을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위생 상태와 생

활상을 조사하고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경제 상황, 식량과 영양, 주택, 인구 구

성, 부인 건강, 육아, 체격과 발육, 질병 등에 걸쳐 자세히 조사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내용을 통해 1930년대 울산 사람들의 생활상을 살펴보자.

달리 마을의 경제 상태는 지주가 4호에 불과했고, 자작농이 7호, 자소작농

42호, 소작농 51호였다. 마을 사람 가운데 일본으로 돈벌이하러 간 사람이 45명

이나 되었다. 강정택은 이러한 달리의 인구 이동을 조사하여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식량·영양 조사를 보면, 하층민은 1호당 1년에 쇠고기·돼지고기를 먹지 못

했으며, 닭고기 0.2마리와 계란 2.8개를 먹었다. 이에 비해 상층은 1호당 쇠고기

26근, 돼지고기 4.3근, 닭고기 6.7마리, 계란 209.4개를 먹었다고 한다. 달리

청·장년 남자의 평균 키는 164.5cm였다. 당시 일본 농부는 29~30세가 159.9cm,

30~35세는 157.6cm인데 비해 달리 농부가 더 컸다. 그러나 어린이는 일본 어

린이에 비해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에 대한 조사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달리 부인들의 평균 임신 횟수

는 5.15회였다. 4회까지 임신한 부인이 47%, 5회 이상이 53%였다. 달리 부인들

의 90%는 출산 당일까지 일을 했다. 상·중·하층 구분 없이 대부분이 그러했다.

상층 부인들은 상대적으로 가사 노동이 많았고, 하층 부인들은 농사일 같은 힘

든 일을 했다. 

마을 전체 부인 가운데 42.7%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혼자 출산을

마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돌봐준 경우는 56%였다. 임

신 후 회복 기간은 1주 이내인 사람이 90.4%, 1~2주 이내가 4.1%였다. 당시 농

촌 여성들은 출산 전후에 거의 휴양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질병은 달리 주민 508명을 조사한 결과, 1인당 평균 4.19가지 병을 갖고 있

었다. 기생충은 97.9%가 갖고 있었으며, 소화기 질환에 66.0%, 안과 질환에

57.3%, 치과 질환에 38.4%가 걸려 있었다. 14세 이하 어린이 29.8%는 설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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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었으며, 88.0%는 복통이 있었다. 이가 없는 사람도 1/5에 달하고, 틀니

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양치질도 거의 하지 않았다. 

당시 울산의 의료 현실은 열악했다. 1937년 통계를 보면, 울산에는 의사 9명,

한방의 48명, 수의사 2명, 산파 8명, 치과의사 5명, 약종상 72명이 있었다.

달리에는 음료수용 우물이 10개 있었다. 7개는 개인 소유였으며, 3개는 공동

우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울산의 상수도 사업은 1935년 말에 시작되었으나, 식

수는 상수도보다는 아직 우물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위생조사를 마친 조사원들은 달리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위생적인 우

물이라 생각했다. 이에 2개의 우물을 파서 마을에 기증했다. 그 옆에는 ‘의학위

생조사단 기념’이라는 표시를 새겨 두었다고 한다. 

달리 농촌위생조사 내용은 이후 3년간 연구 분석을 거쳐 1940년 일본에서

책으로 나왔다. 집필은 여러 사람이 나누어 했으며, 전체 편집은 최응석이 맡았

다. 이 책은 1930년대 울산의 농촌사회를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번역 출판했다.

달리 마을 사람들(좌)과 달리 농촌위생조사단(우) (사진 제공: 미야모토기념재단)
1936년 도쿄제국대학 의학부 학생들이 중심이 된 농촌위생조사단이 울산 달리에 와서 위생조사를 하였다.



민속 조사와 민속품 수집, 

국립민족학박물관에 들어가기까지

1936년 여름, 농촌위생조사 기간 동안에 별도로 시부사와 케이조가 보낸 ‘아

틱 뮤지엄’ 조사원 3명은 민속 조사와 민속품 수집을 하게 된다. 이들은 미야모

토 케타로(宮本馨太郞), 오가와 토오루(小川徹), 무라카미 기요부미(村上淸文)

인데,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약 2주 동안 울산에 머물렀다. 

미야모토 케타로는 달리 마을 사람들의 복식을 조사했으며, 사진과 동영상

을 촬영했다. 동영상은 13분 분량으로 복원되었으며, 일제강점기 울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영상을 보면 고무신이나 영화 필름을 잘라 리

본처럼 사용한 밀짚모자가 보여 흥미롭다. 오가와 토오루는 달리 마을의 생업과

공동 제사, 동회(洞會) 등을 조사했다. 

조사원들은 농기구·의복·생활용구 등을 수집했는데, 달리와 울산 읍내 5일

장 등에서 구했다. 강정택이 이 일에 도움을 주었다. 시부사와 케이조도 조사기

간 동안 달리에 와서 3일간 머물기도 했다.

이 조사원들이 수집해간 자료는 아틱 뮤지엄에 소장되었다. 아틱 뮤지엄 소

장품들은 이후 여러 기관을 거치게 되었다. 최종적으로 오사카 엑스포 기념공원

안에 국립민족학박물관이 설립되자 이 자료들은 그곳으로 이관되었다. 이렇게

해서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울산 유물이 들어가게 된 것이다.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124점의 울산 유물에는 각각 정보 카드

가 붙어 있다. 수집 장소와 1936년 당시 울산에서 불렸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컨대 대접은 ‘대지비’, 젓가락은 ‘젯까지’, 식칼은 ‘정지칼’, 두레박은 ‘도르박’,

조리는 ‘조레이’, 바가지는 ‘바가치’, 똬리는 ‘따베이’, 삼태기는 ‘속세이’, 키는 ‘채

이’, 주걱은 ‘주게’, 빗자루는 ‘빗짜리’ 등으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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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조사를 주목하며 

1936년 울산 달리의 농촌위생 조사와 민속 조사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 울산 출신의 인류학자인 서울대학교 이문웅 교수가 1988년 국

립민족학박물관에서 우연히 울산 민속품을 보고, 의문을 갖고 추적하여 사실을

밝혀냈다. 일본에서는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아사쿠라 도시오(朝倉敏夫) 교수가

이 자료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아사쿠라 교수는 2013년 10월 한국정부로

부터 옥관문화훈장을 받았다.

달리 조사 사례는 조사보고서와 실물 자료, 사진 및 동영상 자료까지 남아 있

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근대 울산의 일면을 보여주는 ‘타임캡슐’이라 불릴

정도이다. 세계적 박물관에 울산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울산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

과 ‘울산 달리 100년’ 학술교류 사업을 추진했다. 1936년 농촌위생 조사와 민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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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전시된 한국 문화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울산 유물에는 수집 장소와 

1936년 당시 울산에서 불려졌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조사 결과를 재조명하고, 오늘날 변화된 울산 달동의 도시민속까지 조사·연구

하고 학술교류를 추진하자는 목적에서였다. 

울산박물관은 개관한 후에 〈75년 만의 귀향, 1936년 울산 달리〉 특별전

(2011. 11. 29~2012. 4. 29)을 개최했다. 여기서는 일본 국립민족학박물관에 소

장된 울산 자료와 1936년 농촌위생 조사와 민속 조사 내용, 당시 모습을 보여주

는 여러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시했다. 이 특별전은 85,692명이 관람하는 성과

를 거두었다. 한 지역에 대한 공통 관심사를 갖고 한일(韓日) 3개 박물관이 추진

한 이 학술교류 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았다.

달리 마을은 이제 옛 모습을 찾을 수 없으며, 도시 한가운데로 변했다. 1936

년의 조사기록과 영상물, 유물이 남아 있어 지난 시대를 알려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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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물관 <75년 만의 귀향, 1936년 울산 달리> 특별전 개막식(2011. 11. 28.)
울산박물관은 <75년 만의 귀향, 1936년 울산 달리> 특별전을 개최하여 
8만 5,000여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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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포구의 전설, 
염포 이야기

원영미  울산대학교

인류는 어떻게 소금을 만들게 되었을까 

1만여 년 전, 기나긴 빙하의 시대가 끝나갔다. 지구의 기후가 따스해졌다. 빙

하가 녹기 시작하여 바닷물의 높이와 온도가 높아졌고, 바다의 생태계가 다양해

졌다. 변화는 육지에서도 일어났다.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육지 식물의 종류도

늘어났다. 초식동물이 증가하고, 육식동물의 수도 늘어났다. 이렇게 생태계가

다양해지면서 인류의 생활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먹거리를 따라 이동생활을 하

던 인류는 과거보다 먹거리가 풍부해지면서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기간이 길어

졌고, 정주생활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음식을 저장하고 간단한 조리를 위

해 토기를 만들어 썼다. 이렇게 인류의 정주생활이 시작되었고, 강의 범람과 같

은 시련을 극복하고 신석기혁명을 이루어냈다.

정주생활은 주로 바닷가나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생존을 위해서는 소금 섭

취가 필요했고, 바다에서 나는 어패류, 해조류, 어류 등을 통해 염분 섭취가 이



루어졌다. 오랜 시간 동안 농경과 목축의 경험이 쌓이면서 인류는 점차 더 높은

온도의 불을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청동기를 발명하기에 이르렀다. 점차 생

활권이 넓어지고, 내륙에서의 생활 기간이 길어졌다. 바다에서 점차 멀어지며,

내륙으로 정착지를 옮겨갔다. 해산물로 대신하던 염분 섭취가 점차  더 어려워

졌다. 생존을 위해 안정적인 소금 확보가 필요했다. 염전은 이런 필요성에서 탄

생했다. 

울산지역에는 “추풍령이남 사람 치고 울산 소금 안 먹은 사람 없다”는 말이

전해온다. 이것은 울산에서 소금이 생산되었고, 그 양이 상당히 많아 영남지역

에 공급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다.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아 갯벌이 형성

되지 않는 울산에서 소금이 생산되었다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을까? 또한

염전은 어디에 있었을까? 

국가가 관리하는 소금

고대사회 때부터 국가는 소금 생산과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고구려

가 옥저를 정복하고 나서 옥저로부터 소금 공납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고려시대 때는 소금을 생산하여 지역 특산물로 국가에 납부하는 특수촌락을

지정했다. 이런 지역을 염소(鹽所)라고 한다. 고려 정부는 전국의 소금 생산지를

염소로 지정했다. 국가는 염소 주민들에게 소금 생산 의무를 부과하여 안정적으

로 소금을 공급받았다. 고려시대 주민들은 본관제의 시행으로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 생활할 수 없었다. 고려 후기에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고, 염소와 같은 특수

부락에 대한 권세가들의 수탈이 심해졌다. 결국 무인집권기에 향·소·부곡을 중

심으로 전국적인 농민항쟁이 일어났다. 농민항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부곡제

가 폐지되면서 특수부락으로서의 염소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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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던 염소가 폐지되자, 고려 정부는 소금 전매제인

각염법(榷鹽法)을 시행했다. 국가기관이 직접 소금의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기

시작한 것이다. 염전이 있는 지방에 염장관(鹽場官)이 배치되었고, 국가가 운영

하는 소금창고인 염창(鹽倉)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징발된 소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세금을 충당했다. 

조선시대 울산에는 공납을 위한 염전(공영염전)과 개인이 운영하는 염전(사

영염전), 지방 관청이 관리하는 염전(관영염전)이 공존했다. 공영염전은 국가가 관

리하는 염전이고, 사영염전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국가에 염세를 납부했다. 

조선시대 울산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울산의 특산물로 국가에 납부하는 공납

품이었다. 공영염전과 관영염전에서 소금 생산의 의무[공역(公役)]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은 수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소금 생산은 경제

성이 높은 산업이어서 중앙정부나 지방관청뿐 아니라 재력가들의 경제활동에서

주요 관심거리였다. 울산의 구강서원 건립 과정을 기록한 《구강서원고왕록(鷗

江書院考往錄)》에는 울산지역의 유림이 서원 건립을 위한 기금을 내고, 이 기

금으로 소금을 구입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소금 값이 오른 뒤 판매하여 이익금을

얻어 서원 건립에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다. 경제활동에서 소금은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다.  

울산 소금, 자염

울산의 염전은 고려시대 문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 같다. 고려 말 좌천

되어 울산에 왔던 정포는 〈벽파정〉이란 시를 남겼다. 그는 “삼산 봉우리에 푸른

바위 솟았고, 이수 안에는 파란 섬이 가득하네. 행인이 벽파정을 가리켜 주는데,

비명(碑銘)은 없어져 읽을 수도 없구나. 고깃배 불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데, 염

호(鹽戶, 염막)의 연기는 동튼 뒤에 푸르구나. 긴 휘파람 소리는 어룡이 들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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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비바람은 강 언덕에 가득하네”라고 노래했다. 벽파정에 오른 그의 눈에 삼산

과 이수, 밤 작업을 하는 고깃배, 어렴풋이 동이 트기 시작한 새벽녘에 소금을 굽

는 염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깔린 울산만의 풍정(風情)이 들어왔던 것이다. 

염막에서 피어오르는 소금 굽는 연기는 울산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장면이

다. 울산의 소금은 천일염과는 다르게 굽는 과정을 거쳐 만드는 자염(煮鹽)이었

다. 천일염은 조수간만의 차가 많은 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라면, 자염은 모래

가 많고 조수간만의 차가 크지 않은 곳에서 생산되는 소금이다. 

자염이 만들어지기까지

울산의 염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먼저 강이 바다로 연결되는 지역에 제

방을 쌓는다. 그러고는 제방에 구멍을 뚫어 바닷물을 끌어들인 뒤 구멍을 막는

다. 소금밭에 바닷물을 넣은 뒤 써레질을 하여 바닷물과 모래가 골고루 섞이게

한다. 그리고는 햇볕에 수분을 증발시켜 모래흙이 흡수한 염도를 높인다. 소금

밭의 물이 증발하고 나면 다시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증발시키는 작업을 반복한

다. 모래가 머금은 염도를 높여 소금모래가 되면, 소금모래를 쌓은 뒤 물을 부어

소금물을 얻는다. 이렇게 얻어진 소금물(염수)을 염막(소금막)의 솥에 옮겨 담아

끓인다. 염막 안의 쇠솥에 염수를 넣어 소깝(마른 소나무 가지)으로 불을 지펴

수분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었다. 염막에서 소금을 굽는 데 걸리는 시간은 꼬박

이틀이 걸렸다고 한다. 이렇게 생산된 소금은 여전히 물기를 머금고 있어, 이를

빼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 소금을 가마니에 넣어 쌓아두면, 소금에서 물기가 빠

지는데, 이것이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간수이다. 

소금생산은 주로 음력 3월에서 7월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멸치잡이

계절이며, 멸치젓갈 제조에 소금이 많이 필요했던 것이다. 

160 울산을 한 권에 담다



울산의 염전들

1934년 《울산읍지》에 따르면, 울산의 염전은 삼산동과 명촌동, 돋질산 부근

과 청량면 마채에 있었다. 태화강 하구와 바닷가에 많은 염전이 있었고, 과거 이

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울산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자원이었다. 그러나 근대로

접어들면서 울산의 소금 생산은 점차 줄어들었다.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들어선 삼산동 일대는 개발되기 이전 ‘삼산들’로 불

리는 평야였다. 그리고 농토로 개간되기 이전에는 울산 소금의 주요 생산지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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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울산의 염전 (자료 제공: 한삼건)
과거, 울산의 하구와 바닷가에는 많은 염전이 있었고 이곳에서 생산된 소금은 울산의 경제력을 뒷받침하는 자원이었다.



다. 소금밭이 즐비했던 삼산일대가 농토로 개간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 이후

였다. 일제강점기에 수리조합 사업을 통해 삼산들이 조성되면서 점차 염전은 농

토로 바뀌었다. 1928년에는 삼산들에 울산비행장이 설치되었다. 이렇게 울산의

소금밭은 사라져가기 시작했다. 

그 후에도 남아 있던 염전들은 1960년대 이후 해안이 매립되고, 그곳에 산업

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또는 공장이 만들어지면서 토사가 쌓이고 오·

폐수가 흘러들어오면서 더 이상 소금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기도 했다. 이렇게

울산의 소금인 자염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제 울산에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생산하던 소금밭은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소금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 농지개량 사업

과 해방 이후 산업화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울산의 중화학공업단지 조성이 새로운 방식의 소금 생산으로 이어졌

다. 석유화학공단의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전력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석유화

학지원공단이 설립되었다. 석유화학지원공단은 열병합발전을 하는 공장이었다.

높은 압력의 증기를 생산하여 증기를 필요로 하는 공장으로 보냈다. 그런데 증

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낮은 증기가 발생했다. 이 증기를 이용하기 위

해 건설된 것이 소금공장이었다. 석유화학공단이 가동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

로 소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석유화학지원공단이 1987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석유화학지원주식회사와 한

주소금으로 분리되었다. 한주는 1979년부터 이온교환식 전기투석공법으로 정

제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한주는 과거 마채염전이 있던 남구 선암동 하개마을

주변에 자리 잡고 있다. 마채염전은 생산방식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한

주소금으로 그 역사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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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포구, 염포

현재 한주소금이 울산에서 생산되어 소금 생산지로서의 명맥은 이어가고 있

지만, 울산이 소금 생산지라는 명성은 사라진지 오래다. 울산이 소금 생산지였

다는 사실은 현재 염포(鹽浦)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다. 염포는 소금이 나는 포구

라는 뜻이다.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염포에서도 소금을 생산했다. 1425년에 발

간된 《경상도지리지》의 “염포에서 소금을 구웠다”는 기록이 염포의 소금 생산

과 관련된 마지막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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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시 울산을 증언하는 
시대별 유적

이수홍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산업수도 울산’이라는 말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울산은 다양한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선사유적의 보고인 역사도시이기도 하다. 멀리 구석기시대부터

가까이 조선시대까지 울산의 주요 유적지를 살펴보면 역사도시로서 울산의 면

모가 뚜렷하다.   

구석기시대

무거동 옥현 유적에서 구석기가 발견되어 울산의 역사가 구석기시대까지 올

라가게 되었고, 그 후 신화리 유적과 입암리 유적에서 정식으로 발굴조사가 이

루어졌다. 울산에서 조사된 구석기시대 유적은 모두 구석기시대 후기에 해당

된다.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유적

울산에서 최초로 정식으로 구석기시대 유물포함층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몸돌, 긁개, 슴베찌르게 등 1,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시기가

다른 3개의 문화층이 안정적으로 퇴적되어 있다. 1문화층은 구석기시대 중기-

후기의 변천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2문화층은 후기구석기시대, 3문화층은 후기

구석기시대 후기 또는 말기에 해당된다. 

신석기시대

울산의 신석기시대 유적은 주로 해안가를 따라 분포하는데, 상북면 궁근정

리 유적과 북구 중산동 139 유적처럼 내륙이나 산 중턱에 분포하는 예도 있다.

울산에서는 전형적인 패총 유적과 주거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울산의

신석기문화는 동해안 문화와 남해안 문화를 연결시켜 주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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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리 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2013), 《울주 신화리 유적 Ⅲ》.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유적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이다. 신석기시대 전 기간에 걸

쳐 형성된 유물포함층이다. 그동안 각종 토기류와 석기류, 여신상으로 추정되는

토제품이 출토되었다. 신암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는 남부지역 토기 편년 연구

의 기준이 되었다. 또 이곳에서 출토된 일본의 조몬 토기, 사누카이트, 흑요석 등

을 통해 신석기시대부터 일본 규슈 지역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구 황성동 일대의 유적

세죽 유적은 외황강의 하구에 위치하는 유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해

수면 아래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조기의 유적이다. 도토리 저장용으로 추정되

는 수혈 18기와 유물퇴적층이 조사되었다.  황성동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부지에

서 출토된 사슴뼈로 만든 작살이 박힌 고래뼈를 통해 신석기시대부터 고래 사냥

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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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리 유적
부경문물연구원(2017), 《울주 신암리 유적》

황성동 유적에서 발굴된 
작살 박힌 고래뼈 
한국문물연구원(2012), 
《울산 황성동 신석기시대 유적》.



청동기시대

울산은 전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가장 밀집된 곳이다. 야트막한 구릉에

는 모두 청동기시대 마을 유적이 분포한다. 현재까지 3,000여 동의 주거지가 조

사되었을 정도이다. 또 전국에서 환호와 수전 유적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

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해안지역의 특징적인 청동기시대 문화를 ‘검단리 문화’

라고도 한다.

울주군 웅촌면 검단리 유적

1990년에 발견된 우리나라 최초로 마을을 둘러싸는 도랑 시설인 환호가 완

전한 형태로 조사된 유적이다. 일본에서는 1990년 이전에도 많은 환호 유적이

조사되었는데 검단리 유적이 조사되기 전에는 일본 환호의 기원을 중국에서 찾

으려 했으나 검단리 유적의 조사를 계기로 일본 환호의 원류가 한반도 남부지역

이며, 일본의 논농사의 기원 역시 한반도 남부지역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검단리 유적에서 조사된 집 자리와 출토된 유물을 통해 영남지역 청동기시

대 연구의 틀이 잡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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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리 유적 
부산대학교박물관(1995), 《울주 검단리 마을 유적》.



남구 무거동 옥현 유적

1999년에 발굴된 우리나라 최초로 완전한 형태의 무논[水田]이 조사된 유

적이다. 주거지가 분포하는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곡부에 등고선에 직교하는 대형

의 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논에 물을 대는 수로이다. 논의 위쪽에는 이 대형의 구

와 직교하는 소형구가 등고선

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는데,

대형구에서 논으로 물을 대는

소형 수로이다.  

무거동 옥현 유적은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청

동기시대 논 유적 조사의 시원

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도구의 발달 과정을 비춰볼 때 삼한시대의 가장 큰 특

징은 철기의 사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철기가 제작되기 시작한 시기는 대략 서기

전 4~3세기인데, 이 때 세형동검도 함께 출현한다. 철기가 제작되면서 사회가

급변하며 점차 국가가 태동하는 기틀이 완성되어 간다. 

달천 유적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철을 채광한 흔적이 확인되었고, 교

동리·신화리 유적에서는 대규모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또 하대 유적에서 출토

된 청동솥을 통해서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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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현 유적 
경남대학교박물관(2015), 《울산 무거동 옥현 유적》.



북구 달천 유적

북구 달천 철장은 1970년대까지 채광이 이루어진 유명한 철광산이다. 이곳

에 아파트와 학교가 들어서면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 때 서기전 1세

기경의 채광유구가 확인되어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삼한시대 당시 일본 규슈 지방에서 사용된 토기가 출토되었고 낙랑 지역의

토기와 유사한 토기도 출토되어 달천 철장에서 채굴된 철을 매개로 해외로까지

교류가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1692. 세계사적 가치를 지닌 울산의 자연·문화유산

달천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2010), 《울산 달천 유적 3차 발굴조사》.

교동리 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2013), 《울산 교동리 유적》.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신화리 유적

대형 건물지, 수혈, 굴립주 등과 함께 목관묘가 조사되었다. 1호 목관묘에서

는 울산지역에서 최초로 세형동검, 동과 등의 청동 제품이 출토되었다. 

세형동검은 청동기시대 비파형동검이 그러하듯이 삼한시대 최고 수장층의

위세품이다. 1호 목관묘의 주인이 울산지역 최고 지배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 3~4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대형 건물지가 4동 조사되었다. 세형동

검과 대형 건물지를 통해 이 일대가 유력한 개인이 존재했던 울산지역의 중심지

였음을 알 수 있다.

울주군 웅촌면 하대 유적

하대 유적은 울산뿐만 아니라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목곽묘 유적이다. 목곽

묘 81기, 옹관묘 8기 등이 조사되었고 철기와 토기, 장신구류 등 1,5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2호 목곽묘에서는 169점의 철기가 출토되어 철기 유물이 지배자의 무덤에

집중되는 것을 알려준다. 23호 목곽묘에서는 청동솥[銅鼎]이 출토되었다. 

청동솥은 중국의 상주(商周)시대

이래 사용된 중요한 의기 중 하나로 신

분이나 정치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

다. 하대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솥의 제

작과 입수 과정, 부장 의미는 당시의 대

외관계와 정치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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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대 유적 청동솥
부산대학교박물관(1996), 《선사와 고대의 문화》.



삼국시대 ~ 통일신라시대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와 같은 문헌자료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기

전후에 건립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 발굴조사에서 알려진 유적과

유물 그리고 연구 성과에 따르면 진정한 삼국시대는 3세기 말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3세기 말~4세기까지의 울산은 신라 권역 내의 유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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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동 유적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1999), 《발굴유물특별전》.

약사동 제방 유적
우리문화재연구원(2012), 《울산 약사동 유적》.



정치체였지만 4세기 말~5세기에 이르러 강력한 세력으로 발전한 신라에 복속

되었다. 

북구 중산동 유적

북구 중산동은 울산에서 신라 중심부로 들어가는 관문에 위치한다. 2세기대

의 삼한시대 목관묘부터 7세기의 삼국시대 석실묘까지 다양한 형태의 무덤이 분

포하는 대규모의 무덤 유적이자 주거지, 도로, 수혈 등이 분포하는 생활 유적이다.

무덤의 조사를 통해 울산지역의 무덤 형태가 목관묘, 목곽묘, 위석목곽묘, 석

실묘로 변화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산동 유적은 울산지역 최대의 무

덤 유적으로, 신라 초기 묘제 변화를 알 수 있으며 삼국시대 울산지역과 경주 지

역의 정치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중구 약사동 제방 유적

삼국시대 말에서 통일신라시대 초기인 6~7세기에 축조된 고대 수리시설이

다.  약사동 제방은 단면을 전면 절개하여 부엽 공법 등 고대의 토목 기법을 확인

했고, 주변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저수 범위가 파악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상주 공검지, 김제 벽골제, 제천 의림지의 발굴조사가 진

행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고려시대~조선시대

고려시대~조선시대 유적은 성과 같은 관방 유적과 건물지 등과 같은 생활

유적, 자기가마·기와가마와 같은 생산 유적, 무덤과 같은 분묘 유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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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온산읍 연자도 유적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징으로 인해 13세기 이후 잘 보존된 연자도 유적에서

는 온돌 건물지, 수혈식 주거지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다수의 청자와 도기, 그

리고 기와, 금동불상, 청동 도가니, 철솥, 철추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성격은

고려의 호족세력이 몽고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성한 해도입보(海島入保, 전란

시 백성을 섬으로 들여보내 보존하는 것) 유적일 가능성, 울산 일대를 근거로 한

해상무역의 거점지역일 가능성 등으로 추정된다. 12~13세기 고려인들의 생활

상을 확인할 수 있고 고려 말 몽고 침입과 관련한 정치적인 상황도 유추할 수 있

는 중요한 유적이다.

연자도 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2012), 《울주 연자도 유적》.



중구 병영성 

병영성은 조선 태종 15년(1417)에 석성으로 축조되었으며, 경상좌도 병마절

도사 영성으로 고종 32년(1895)까지 사용되었다. 

1999년부터 발굴조사한 결과 체성, 옹성, 치성, 건물터, 해자, 부속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병영초등학교 강당터에서는 객사 정문인 진해루터가 조사되었고, 운

동장 서쪽 건물 설치 부지에서는 병영성과 관련된 관아건물지가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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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성 유적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2016), 《울산 경상좌도병영성 동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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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향기가 창연한 
울산의 유물

이현정  울산암각화박물관•이정은  울산대곡박물관

울산에는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거주한 흔적이 남아 있고, 신라~고려~

조선을 거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삼아온 곳으로 사람이 살기

에 좋은 고장임을 알 수 있다. 오랫동안 사람들이 살면서 온갖 자취를 남겼는데,

여기에서는 울산을 대표하는 유물을 소개한다.

선사시대 유물은 당시 울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을 선정했다. 전국에

서 손꼽히는 포경 문화와 다산을 상징하는 조형물(신석기~청동기), 울산식 문

화(청동기), 울산지역에서 처음 발견되는 청동검과 청동솥(초기 철기~원삼국

(삼한)) 등이다. 신라시대에는 수도 경주의 배후지역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울산의 면모를 보여주는 갑옷과 갑주를 소개했다. 통일신라시대 이후는 국가에

서 지정한 보물을 위주로 하여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통일신라), 대방광원

각수다라요의경(고려), 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 홍패(조선)를 명품 유물

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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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촉 박힌 고래 뼈

골촉 박힌 고래 뼈(울산시 유형문화재 제35호)는 황성동 신석기시대 패총 유

적에서 확인되었다. 패총에서는 고래의 머리, 아래턱, 등, 갈비, 어깨, 허리, 꼬리

등 다양한 부위의 뼈가 출토되었는데, 골촉이 박힌 부위는 꼬리뼈(척추뼈)와 어

깨뼈(견갑골)이다. 황성동 유적에서 출토된 고래의 종류는 귀신고래와 참돌고래

이다.

척추에 골촉이 박힌 고래 뼈는 척추 중 꼬리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으로 옆에

서 찌른 모양의 골촉이 박혀 있다. 이 부위는 고래 등지느러미 뒤편이라 작살잡

이가 가장 먼저 노리는 부분이다. 견갑골에 골촉이 박힌 고래 뼈는 수염고래로

어깨 쪽에 골촉이 박혀 있다. 이 부위는 포경 시 공격하기 어려운 부위이다. 하

지만 몰이식 포경으로 고래를 좌초시킨 후 공격하거나 작살잡이가 바다에 들어

가 지쳐 있는 고래의 가슴지느러미 부분을 찔렀을 수도 있다.  

골촉 박힌 고래 뼈는 신석기시대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었는데, 신석기시대

중기 이전의 것으로 보인다. 황성동 유적에서는 고래뿐만 아니라 멧돼지, 사슴,

상어, 다랑어 등 다양한 종류의 동물 뼈가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반구대 암각화

에 표현된 동물이다. 이를 볼 때 반구대 암각화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포경, 사

냥 활동 등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을 알 수 있으며, 골촉 박힌 고래 뼈

는 포경을 증명하는 직접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골촉 박힌 고래 뼈 (울산박물관)
골촉 박힌 고래뼈는 고래잡이를 증명하는 
직접 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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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리 여인상  

1974년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新巖里) 유적에서 출토된 여인상(女人像)은

‘신암리 비너스상’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너

스상은 선사시대 유라시아 대륙에 분포하는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의미한다.

풍만한 몸매와 과장된 가슴과 엉덩이, 불룩

한 배 등 여성미를 강조하는 선사시대 비너

스상은 흔히 다산이나 풍요를 기원하는 것으

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울주군

신암리와 북한 농포동 유적에서 발견된 여인

상이 유일하다. 신암리 여인상은 높이 3.6cm

에 흙으로 빚은 토우(土偶)로 몸통만 남아 있

지만 잘록한 허리와 볼록한 가슴은 비너스상

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함께 출토된 토

기를 볼 때 신석기시대 중기에 해당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검단리식 토기

검단리식 토기는 낟알문이 새겨진 심발형 토기인데, 낟알문은 시간이 지나

면서 낟알 모양이 횡선화하여 횡선무늬, 변형 구멍무늬가 새겨지기도 한다. 형

식학으로 낟알 모양이 빗금 형태인 것을 청동기시대 후기 전반, 횡선화하고 변

형된 구멍무늬로 확인되는 단계를 후기 후반으로 본다. 손잡이가 달리기도 하는

데, 뭉툭한 봉상의 손잡이이다. 

신암리 여인상(국립중앙박물관)
선사시대의 비너스상은 

울산 신암리와 북한 농포동 
유적에서 발견된 것이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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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검단리 유적에서 처음 출토되어 검단리식 토기로 불리게 되었고, 검단

리 유적을 비롯하여 울산 신평, 방기리, 교동리, 연암동, 창평동 등 울산지역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검단리식 토기는 울산을 비롯하여 경주와 양산 일대에만

확인되는 지역성이 강한 토기로 울산식 주거지와 함께 청동기시대 울산지역의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교동리 출토 세형동검 

울산 교동리·신화리 유적에서는 동남해안지역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초기철

기시대 유구들이 다수 발굴되었다. 특히 교동리 1호 목관묘에서는 삼각형점토

대토기를 비롯하여 다양한 청동유물과 철기뿐만 아니라 칠그릇 2점도 출토되

었다. 교동리 1호 목관묘는 유적의 중앙 능선 최상부 평탄지에 단독으로 위치하

고 있다. 묘광을 2단으로 굴착하여 조영된 무덤으로 원통형의 통나무관을 썼을

것으로 생각되며, 단부에 나무뚜껑[木蓋]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관 바깥에서

주조철부(鑄造鐵斧) 2점, 단조철부(鍛造鐵斧), 동모(銅鉾), 동과(銅戈), 세형동

검(細形銅劍), 소환두도(素環頭刀), 환두도자(環頭刀子), 청동검파두식(靑銅

劍把頭飾), 원통형 동기(銅器), 삼각형점토대토기(三角形粘土帶土器) 등이 출

토되었다. 

검단리식 토기(울산박물관)
검단리식 토기는 지역성이 매우 강한 토기로 청동기시대 울산지역의 문화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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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형동검은 비파형동검과 비교하여 검신의 폭이 좁은 형태로, 초기철기시대

의 대표적인 청동기이다. 세형동검은 한반도 청천강 이남~일본 규슈 지방에서

주로 출토되어 한국식 동검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동리에서는 세형동검과 함

께 검파두식(손잡이 장식)과 칼집이 함께 짝으로 출토되었다. 세형동검의 형태

로 보아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납동위원소비 분석으로 원산지를

추측했는데, 교동리에서 출토된 세형동검은 중국 화북 영역의 원료로 분석되

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목관묘에서 세형동검이 출토되어, 앞으로 울산지

역의 초기철기시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청동 솥 [동정(銅鼎)]

정(鼎)은 글자 모양 그대로 ‘두 귀와 세 발이 달린 솥’을 가리킨다. 상(商)나라

부터 청동으로 만들어져 제기로 사용되었다. 하늘에 대한 제사는 최고 신분의

왕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으므로 자연히 솥은 정치적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게

되었다. 한나라 이후 솥의 사용을 제한하는 제도는 거의 사라졌으나, 솥이 가지

세형동검(울산박물관)  
세형동검은 한국식 동검으로 불리기도 하며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인 청동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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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치적 상징성은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삼국시대 왕릉

급 무덤에서 솥이 출토되고 있다.

웅촌면 대대리 하대 23호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 솥은 동물 모양의 다리를 가

지고 있으며, 높이가 49cm에 이를 정도로 대형이고, 양쪽의 귀가 매우 크게 강

조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적인 형태는 중국의 전국시대 또는 서한시기의

양식을 띠지만, 크기와 귀의 형태에서는 중국에서도 비슷한 유례를 찾아보기 어

렵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삼국시대 이전 유적에서 청동 솥이 출토된 예는 김해와

울산에서 각각 1점식 출토된 것이 전부이다. 김해 양동 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솥

은 높이 20cm의 소형이지만, 어깨에 명문이 새겨져 있어 중국 한나라의 궁정에

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하대와 김해에서 출토된 청동 솥은 우

시산국과 구야국의 최고 실력자가 자신의 권위와 국가권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갑옷과 투구

삼국시대 울산지역은 신라의 경제적, 군사적 배후지역이며 울산지역에서 출

토된 갑주(甲冑), 즉 갑옷과 투구는 울산지역의 군사적 배후지역인 면모를 그대

로 보여주는 중요 자료이다. 

삼국시대 한반도는 영토분쟁과 이해다툼으로 잦은 전쟁에 휩싸였다. 잦은 전

쟁으로 인해 무기가 개량됨에 따라 갑옷과 투구 역시 좀 더 단단하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변화해 갔다. 

갑옷과 투구는 처음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가공하기 쉬운 나무나 뼈 등을 소

재로 제작되었다. 하지만 철제 무기가 발달하면서 몸을 제대로 방어하기가 어려

워지자 갑옷과 투구도 철 소재로 제작하기 시작했다. 삼국시대 대표적인 갑옷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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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구는 여러 매의 철판을 이어 만든 종장판주(縱長板冑), 세로로 긴 철판을 이

어 만든 종장판갑(縱長板甲), 찰갑(札甲)이 있다. 울산에서도 이 세 가지 갑옷이

모두 출토되었다. 

그 가운데 찰갑은 작은 비늘 수백 매를 가죽 끈으로 이어 만든 갑옷이다. 삼

국시대 찰갑은 3세기 말~4세기 초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5세기에 판갑을 대신하

여 활발하게 제작되었다. 찰갑은 유동성과 방어력이 판갑보다 뛰어난데다가 지

속적인 개량으로 성능이 날로 좋아졌다.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갑옷과 투구는 5세기 이전 것이며, 5세기대의 찰갑 문

화에 해당하는 자료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울산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

울산 태화사지(太和寺址) 12지상(十二支像) 사리탑(舍利塔)은 통일신라시

대 울산지역의 대표적 유물이다. 

사리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모신 탑으로, 고승(高僧)의 사리

를 모신 승탑(僧塔)과 구분해서 쓰이기도 한다. 일반적인 사리탑과 승탑은 팔각

원당형(八角圓堂形)이 주를 이루지만, 태화사지 사리탑은 특이하게 둥근 종형

투구(북구 중산동 1B-1호 출토)와 출토 판갑(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709-3번지 5호) (울산박물관)
울산지역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갑옷과 투구는 신라의 군사적 배후지역으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전면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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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鐘形) 또는 복발 형태를 띤다. 엄숙한 모습보다는 실제 동물을 매우 사실적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방향에서도 정면만을 응시하지 않고 좌우로 머리를 향하

고 다리의 비례감도 일부러 비대칭적으로 표현하여 더욱 역동적인 모습을 자아

낸다. 일반적으로 12지상은 능묘나 석탑에서 확인되고, 사리탑에 표현된 예는

이 사리탑이 유일하여 학술적 가치가 크다.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은 태화동 반탕골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으며 당시

태화사와 관련 있는 유물로 보고 명칭을 ‘태화사지 12지상 부도’라 이름 붙였다.

《삼국유사》를 보면, 태화사(太和寺)는 신라 선덕여왕 12년(643)에 자장(慈藏)

이 창건한 사찰로, 자장이 당(唐)나라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져와 그 사리

를 세 곳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한 곳이 태화사라 기록되어 있다. 태화사에는 탑

에 진신사리를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 사리탑이 그 탑일 가능성이 높다.

태화사는 고려 말 왜구의 극심한 침탈로 폐사되었다고 추측되며, 현재 관련 유

물이나 흔적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이 사리탑만이 당시 태화사의 사세(寺勢)를

보여주는 유일한 유물이어서 그 가치가 더욱 크다.

정면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울산박물관)
사리탑에 12지상이 표현된 예는 태화사지 12지상 사리탑이 유일하다.

후면

좌측면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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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了義經)》은 울산지역에서 확

인된 고려시대 대표 유물이다.

《원각경》은 우리나라 불교의 소의경전(所依經典) 가운데 하나로 예로부터

불교전문강원 사교과(四敎科)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학습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북인도의 승려 불타다라(佛陀多羅)의 한역본이나, 이것

의 산스크리트어 원본이 없어 중국에서 만든 위경(僞經)이라는 설이 지배적이

다. 이 불경은 크고[大] 방정하고[方] 광대한[廣] 원각(圓覺)을 설명하는 것이 모

든 수다라(修多羅)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경전이라는 뜻으로, 흔히 이를 줄여서

《원각경》으로 부른다. 이 경은 1권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석가

모니가 12보살과 문답한 것을 각각 1장으로 하여 구성한 것이다. 

《원각경》은 고려의 지눌(知訥)이 깊이 신봉하여 《요의경(了義經)》이라 한

뒤 우리나라에서 크게 유통되었고, 조선 초기 함허화상(涵虛和尙)이 《원각경소

(圓覺經疏)》 3권을 짓고 유일(有一)과 의첨(義瞻)이 각각 《사기(私記)》를 지은

뒤 정식으로 우리나라 승려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었다. 

12종에 이르는 다양한 판본 가운데 양덕사 소장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은 고려 우왕 6년(1380)에 목판으로 간행한

2권 1책 완본이다. 권상 말미에 이색의 발문

과 시주질, 권하의 간기도 그대로 남아 있으

며 구결이 필사되어 있다. 고려의 대장경에

편입된 《원각경》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공

개된 《원각경》 판본으로는 가장 앞선 시기

의 것이다. 고려시대 판본 및 불교학 연구에

자료 가치가 크다.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울산박물관)
울산지역에서 확인된 고려시대 대표 유물로 

줄여서 ‘원각경’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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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고신왕지 및 이임 무과 홍패

이종주(李從周) 고신왕지(告身王旨) 및 이임(李臨) 무과 홍패(武科紅牌)는

조선 전기의 관직 임명과 관리 제도의 실태 및 인사행정 제도의 면모를 살필 수

있고 문무과의 과거 제도와 장사랑 등 조선 전기의 관료제 연구, 그리고 옥새와

같은 새보 사용의 변천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이종주 고신왕지는 정종 1년(1399) 1월

26일 이종주에게 내리는 관직 임명장이다. 고

신(告身)은 4품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에게

왕이 직접 품계와 관직을 하사하는 것으로, 흔

히 사령장이라고도 하며, 왕지(王旨) 또는 교

지(敎旨)의 형태로 발급되었다.

통정대부(通政大夫)는 정3품 문반(文班)의 품계로 당상관(堂上官)에 해당

한다. 1399년 이종주가 임명받은 지울주사(知蔚州事)는 울주의 지사(知事), 즉

고을수령(지방관)을 의미하며, 권농병마단련사(勸農兵馬團練使)이자 울주철

장(蔚州鐵場)의 관리를 겸직하도록 되어 있다. 조선 개국 직후의 관직 임명이라

문무관으로서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겸직하는 경우가 흔했다.  

원문

王旨

李從周爲通政大夫知蔚州事兼

勸農兵馬團練使蔚州鐵場官者

建文元年 正月卄六日

번역

왕지

이종주를 통정대부 지울주사 겸

권농병마단련사 울주철장관으로 임명함

건문 원년(1399) 정월 26일

이종주 고신왕지(울산박물관)
고신왕지는 사령장으로 관직 임명, 관리제도의 실태 및 
인사행정 제도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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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주 고신왕지는, 조선 개국 초기에 남아 있는 고신 문서가 드문 실정이라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조선 전기의 관직 임명과 관리 제도의 실태 및 인사

행정 제도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사료이다.  

이임 무과 홍패는 세종 17년(1435(衡山儒學敎導) 이임(李臨)에게 을묘(乙

卯) 식년시(式年試) 무과(武科) 삼등(三等)의 제8위로 급제한 것을 인정하는 홍

패(紅牌)이다. 교지 중 문무과 급제자

에게 내리는 것을 홍패,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것을 백패(白牌)라

한다. 

이임은 조선 초 울산의 지방관을 지낸 이종주의 손자이다. 장사랑(將仕郞)은

조선시대 동반(東班) 문산계(文散階)의 종9품에 해당하는 품계이다. 태조 1년

(1392)에 신반 관제가 제정될 때 정해진 관품이다. 문산계는 《경국대전》에 법제

화되어 있으며 문신 관인들의 지위를 나타내는 관계(官階)를 말한다. 선덕(宣

德)은 중국 명나라 선종(宣宗) 때의 연호이며 조선시대는 일반적으로 중국 연호

를 사용했다. 

원문

王旨

將仕郞衡山儒學敎導

李臨武科三等第八人

及第出身者

宣德十年四月卄日

번역

왕지

장사랑 형산유학교도

이임을 무과 3등 제8인의

급제자로 함

선덕 10년(1435) 4월 20일

이임 무과 홍패(울산박물관)
이임 무과 홍패는 문무과의 과거 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186 울산을 한 권에 담다

이임 무과 홍패는 문무과의 과거 제도와 장사랑 등 조선 전기의 관료제 연

구, 그리고 옥새와 같은 새보 사용의 변천 과정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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