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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선왕조의 성립과 울산

조선왕조는 고려후기 사회의 여러 모순 속에서 새로운 이상사회를 구현하려는 사
대부 세력과 민(民)의 성장에 기초하여 1392년 성립하였다. 조선왕조는 지방통치체
제의 확립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많은 개편을 단행하였다. 고려의 다원적인 도제(道
制)를 일원적인 8도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신분적·계층적 군현(郡縣)의 구획도 명실
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편하였다. 그 과정에서 속현(屬縣)과 향·소·부곡(鄕·所
·部曲) 등 임내(任內)의 정리,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려의 사심관제가 경재소와 유향소로 분화·발전하였으며, 인구의 증가에 따
른 자연촌의 성장과 함께 군현의 하부 구획으로 새로운 면리제(面里制)가 점차 정착
되어 갔다.
다만 왕권의 강약, 집권체제의 강화와 이완, 재지사족과 향촌사회의 성장 추세 및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집권세력의 성향에 따라 지방통치의 기본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었다. 예컨대 관직에 일차적인 세력기반을 두고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하고
있던 서울의 훈구세력들은 군현제와 경재소(京在所), 유향소(留鄕所), 향리제(鄕吏
制), 면리제와 같은 향촌 통치체제를 관권 주도형으로 운영하고자 하였고, 이에 비해
사회경제적 기반을 일차적으로 향촌에 둔 사림세력들은 재지사족 주도형으로 그것
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조선왕조 지방통치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울산지역과 관련한 다음의 내
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울산지역 군현제의 정비과정을 살피고, 다음으로는 울
산지역의 행정 시설과 행정의 기본구조 및 면리제의 발달을 살피고자 한다. 마지막
으로 울산지역의 도로망의 정비 상황과 그에 기초한 역제, 그리고 봉수망의 상황을
통하여 교통과 통신체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1. 울산지역 군현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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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현제는 원래 중국의 진·한 이래 중앙집권적인 지방행정 제도였다. 군현은 군주
가 관료기구를 통해 지방을 지배하기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이었다. 전국을 일정하
게 구획한 다음 중앙정부에서 선임한 수령(守令)으로 하여금 지방행정을 담당하게
한 제도였던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군현제를 받아들여 형식적인 모방을

해왔다. 신라는 9주 5소경을 중심으로한 군현제도를 실시하였고, 고려는 신라의 군
현제를 바탕으로 전국을 경·목·도호부로 나누고 그 관할 구역내에 지주사, 방어
사, 현령 등의 수령과 임내를 영속(領屬)시켰다. 이러한 고려의 군현제는 중기 이후
서서히 변모하여 고려말이 되면 주, 목 중심의 도제가 확립되고, 그 밑에 주· 부·
군·현을 주축으로 하는 일원적 편성을 이루게 되었다.
군현제의 획기적인 정비는 조선조 태종대를 전후한 15세기에 이루어졌다. 즉 전국
을 일원적인 8도체제로 개정하고, 신분적이고 계층적인 군현체제를 명실상부한 행
정구획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속현과 향·소·부곡 등 임내의 정리, 규모가 작은
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 등 지방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수
령의 직급을 올리고 장기간 재직케 하였으며, 지역민이 수령을 고소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등 수령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종래 군현의 실질적인 지배자 위치에
있던 향리를 점차 지방관서의 행정사역인으로 격하시키는 등 일련의 중앙집권적 양
반관료체제를 강화하였다.1)
이렇듯 조선초기에 획기적으로 개혁된 지방행정제도는 15세기에 정비된 후 부분
적인 개편은 있었으나 19세기 말까지 500년 동안 큰 변동은 없었다. 다만 향촌사회
의 성장에 따른 면리제와 향촌사회의 자치적 행정체계는 특히 조선후기부터 장족의
발전을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의 지방행정체계가 왕(중앙정부)→감사→수령→면리임(面里任)으로 이어
져 있듯이, 행정구역은 크게 도→주·부·군·현→면→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들
구획은 종적인 상하 관계로 볼 때는 크게 세 층을 형성하여 목민관(牧民官)인 수령이
관할하는 군현을 중심으로 위로는 상급 행정구역인 8개의 도역(道域)으로 편성되어
있었고, 아래로는 군현의 관내에 하부 행정구역인 면과 리로 편성되어 있었다.
울산이 속했던 경상도는 태종 13년(1413) 도역이 개편된 이래 고종 31년(1894)까
지 약 480년간 그대로 지속되었다. 감영은 개국 초에 경주에 있다가 세종초부터 상
주로 옮겨 임진왜란 때까지 존속되었다. 중종대와 선조대에 각각 짧은 기간 경상도
가 낙동강을 경계로 좌도와 우도로 분도된 때도 있었는데, 이 때 울산은 좌도에 속하
였음은 물론이다. 선조대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 10여 년 동안에는 감영이 성주→
대구→안동으로 옮겨다니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선조 34년(1601에
) 감영이 대구에
완전히 정착한 이래 약 400년간 존속하였다.2)
울산에는 태조 6년(1397) 진(鎭)이 설치되면서 병마사(兵馬使)로 하여금 지주사(知

1) 이수건, 1994,「지방통치체제의 특징」
,『한국사』23, 국사편찬위원회, 125쪽.

조
선
전
기

423

州事)를 겸하게 하였다. 얼마 후 태종 13년(1413에
) 전국적인 지방제도의 개편이 있
을 때 울주(蔚州)에서 지금의 이름인 울산군(蔚山郡)으로 이름이 개정되었고, 수령으
로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 이어 태종 15년(1415에
) 군의 치소(治所)가 있던 지금
의 병영동인 거마곡에 경상좌도 병마도절제사영을 설치하고, 병마도절제사로 하여
금 지군사를 겸하게 하였다. 이러한 병영(兵營)의 설치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 지역이
경상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거점지로 인식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양
에는 독립된 현이 설치되어 있어 조선초 이래 현감이 파견되었다.3)
그 후 세종 8년(1428)에 울산군의 치소를 병영의 서쪽 7리 밖, 즉 현재의 동헌자
리로 옮기고, 이후 약 10년간 좌병영을 폐지하여 이를 창원에 있던 우병영과 합친
바 있었다. 그리하여 울산에는 병영 대신에 진이 다시 설치되고 병마첨절제사가 지
군사를 겸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종 19년(1439)에 울산군은 일시적으로 도호부로 승
격하였고, 병영도 다시 설치되었으며, 병마도절제사가 도호부사를 겸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도 오래가지 못하고 바로 그 해 말에 병영은 그대로 존치한 가운데, 도호부는
군으로 다시 환원되었다. 이 때부터는 병마도절제사로 하여금 수령을 겸하게 하지
않고 군수를 따로 파견하여 행정을 담당케 하였다. 그리하여 울산군에는 종4품의 군
수가 파견되었다. 언양현에는 조선초부터 종6품의 현감이 파견되고 있었다.
그 후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2년(1599에
) 울산군에서 울산도호부로 승격되었는
데,4) 이 때 병마절도사(구 병마도절제사)로 하여금 다시 도호부사를 겸임케 하였다.
도호부로의 승격은 임진왜란시 울산지역의 의병들이 왜적을 물리치는 데 큰 공을 세
웠던 것이 크게 작용한 결과였다. 도호부는 고종 32년(1895의
) 지방제도의 개편이
있을 때까지 약 300년간 지속되었다. 선조 32년(1599에
) 는 잔약한 현이었던 인근의
언양현을 합속하기도 하였으나, 10여 년 뒤인 광해군 4년(1612)에 다시 언양을 분리
하여 현을 복립하였다.5)
광해군 9년(1617에
) 는 병마절도사의 도호부사 겸임을 폐지하고 전임 도호부사를
파견하게 되어 다시금 행정이 독립하게 되었다. 그 후 고종 32년(1895)에 지방 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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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대구시사』제1권(통사), 461～462쪽, 701～703쪽. 한편 경상도의 사방 경계는
동쪽과 남쪽은 바다와 접해 있고, 서쪽은 지리산 또는 산음현의 육십령에 이르며, 북으로는 죽령 및 문경현
의 조령에 이르렀다. 동서의 거리가 376리, 남북이 448리가 되며, 소관 읍수는 부윤 1, 대도호부 1, 목 3,
도호부 6, 군 15, 현 40이었다.
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2·23, 울산군 언양현 건치연혁 ;『울산부읍지』
(1832, 1871), 건치연혁 ;『언양현
읍지』
(1832, 1871), 건치연혁. 이하 울산과 언양의 연혁에 대한 것은 위의 책들을 대비하여 서술하였다.
4)『울산부읍지』
(1832), 건치연혁조. 울산부읍지에는 도호부로의 승격을 선조 31년의 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 아래 부기한‘기해년’
이나‘만력 27년’
은 선조 32년이다.
5) 위와 같음.

가 개정되면서 기존의 8도체제가 폐지되고 전국이 23부로 재편됨으로써 기존 군현
의 명칭 및 관명이 군으로 통일될 때 울산도호부는 울산군으로, 언양현은 언양군으
로 각각 개정되었다.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전국적 차원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
으로 많은 군들이 통폐합될 때, 울산군은 언양군을 합속하게 되었다.
조선시대 울산지역의 영역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인근
군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그 양상을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울산군에
속해있던 하미면이 숙종 7년(1681) 기장현에 속하게 된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6)
1914년에는 울산군 웅상면이 양산군에 이속되었다.7) 그리고 태종대에 경주군으로
이속되었던 외남면 지역이 1905년 언양군에 다시 속하게 되면서 두북면으로 개명되
었다가 1917년에 두동면과 두서면으로 나뉘어졌다.8)

2. 울산의 행정 체계
1) 울산의 행정조직과 시설
조선왕조는 건국 초기에 전국을 8도로 구획하여 각 도에 관찰사와 도사(都事)를
중앙에서 파견하였다. 관찰사는 1도를 총관하고, 도사는 관찰사의 유일한 양반 속료
(屬僚)로서 점차 그 직책이 관하 관리들의 감찰을 주로 하게 되었다. 각 도의 대소읍
은 그 취락의 대소, 인구의 다과, 전결의 광협에 의거하여 부·대도호부·목· 도호
부·군현으로 등급이 정하여졌다.
수령으로는 그 읍세의 규모에 따라 최고 종2품에서 최하 종6품에 걸쳐 있는 부
윤·대도호부사·목사·부사·군수·현령·현감이 파견되었다. 조선왕조의 지방행
정은 수령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며, 이들 수령은 행정체계상으로는 모두 병렬적인 존
재로서 관찰사의 관할 하에 있었다. 다만 이들 수령이 겸대한 군사직으로 말미암아
수령간에 상하의 계통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군현의 수령행정 체계는 태종조
에 정비되고, 세종조의 보완기를 거쳐 마침내『경국대전』
에 구체적인 모습이 담기게
되었다.
『경국대전』
과『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의거하여 조선시대 일반 행정구역 단위로서
의 군현의 기본구조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9)
6)『숙종실록』
권 11, 숙종 7년 6월 갑진. 하미면은 오늘날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이다.
7)『울산읍지』
(1934), 읍면연혁, 웅촌면.
8)『울산읍지』
(1934), 읍면연혁, 두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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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선시대 군현의 기본구조
구분

읍격

수령
유향소좌수
유향소별감
읍사(邑司)
향교교수·훈도
향교유학·생도
서원(書員)
일수(日守)
관노비
향교노비
관둔전(官屯田)
아록전(衙祿田)
공수전(公須田)

주
부윤
(종2품)
1인
3인
주(부)사
교수
90인
34인
44인
600구
30구
20결
50결
15결

주
대도호부사
목사(정3품)
1
3
주(부)사
교수
90
30
40
450
25
20
50
15

부
도호부사
(종3품)
1
3
부사
교수
70
26
36
300
20
16
50
15

군
군수
(종4품)
1
2
군사
훈도
50
22
32
150
10
16
40
15

현
현령
(종5품)
1
2
현사
훈도
30
18
28
100
10
12
40
15

현
현감
(종6품)
1
2
현사
훈도
30
18
28
100
10
12
40
15

위의 표와 같이 군현은 읍격과 수령의 관등에 따라 인적 구조와 물적 정액에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수치는 법제상 정액된 것이며, 실제는 읍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지방행정의 기본 구획으로서의 군현은 일정한 구역에 일정한 주민, 그것을 통치하
는 행정조직과 관아·창고 등의 시설을 가졌다. 군현 관아의 소재지인 읍치(邑治)는
군현행정의 중심으로서 대개 주위는 성곽으로 둘러있었고, 그 안에 수령 관아를 비
롯하여 각종 관청, 누정, 창고 등이 배치되었다. 각종 관아 시설의 규모는 읍격과 읍
세에 대체로 비례하였으며,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지방도시의 성장추세
에 따라 읍치의 규모와 관아시설도 확대되어 갔다. 각 군현의 관아나 창고 시설은 모
든 군현이 거의 같았고 단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조선후기 울산도호부의 주요한 관아 시설로는 동헌(東軒), 내아(內衙), 객사(客舍),
향사당(鄕射堂), 양사재(養士齋), 군관청(軍官廳), 양무당(養武堂), 기고당(旗鼓堂),
주진당(主鎭堂), 토포청(討捕廳), 도총소(都摠所), 작청(作廳), 형리청(刑吏廳), 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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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禮吏廳), 병색청(兵色廳), 공방(工房), 호적소(戶籍所), 상정소(詳定所), 약방(藥
房), 통인방(通引房), 관노방(官奴房), 사령방(使令房) 등이있었다.
그 중 동헌은 수령이 공무를 보던 집무처로 가장 중심된 건물인데, 울산의 경우 숙

9) 이수건, 1989,『조선시대 지방행정사』
, 민음사, 237쪽. 이하 행정체제에 대한 서술 중 별다른 전거가 제시
되지 않은 것은 주로 이 책에 의거하였다.

종 6년(1680) 부사 김수오가 창건하여 처음
에는 당호를 일학헌(一鶴軒)이라 하였는데,
영조 36년(1760) 부사 홍익대가 중창하고
반학헌(伴鶴軒)으로 당호를 바꾸었다. 객사
는 궐패(闕牌) 즉 임금을 상징한‘闕’
자를
새긴 위패 모양의 나무 패를 모셔두고, 정조
(正朝), 동지, 탄일 등 특별한 날에 지방관이
국왕을 향해 배례하는 장소였으며, 왕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벼슬아치를 대접하고 묵게 울산도호부 동헌
하던 곳으로도 활용되었는데, 울산의 경우
에는 학성관이라 하였다. 임진왜란시 소실된 것을 현종 8년(1667에
) 부사 류지립이
중창하였으나, 영조 47년(1771에
)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다. 4년 뒤에 부사 윤득림이
중건하였으나 순조 31년(1831에
) 다시 불탔으며, 이듬해에 또 다시 중건하는 등 많
은 곡절을 겪었다.10)
한편 언양현에도 성안에는 평근당(平近堂)이라는 동헌과 객사건물을 위시하여, 향
사당·연리청( 吏廳)·군관청·형방소·통인방·군기소·공방소·나장방·관노
방이 있었고, 그 외 각종 창고들이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성 밖에는 상정소·양무
당· 기고당·석빙고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11)
2) 울산행정의 구조
조선왕조의 지방통치는 이원적인 구조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관찰사－수령－향리
로 이어지는 행정의 계통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경재소－유향소로 이어지는 양반
사족들의 계통이었다. 따라서 지방의 역학관계는 수령－향리－재지사족이 각기 자
신들의 힘을 토대로 세 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었다. 수령과 향리는 관이라는 면에서
재지사족을 견제할 수 있었고, 수령과 재지사족은 신분적으로 양반이라는 관점에서
중인인 향리를 견제할 수 있었다. 또 향리와 재지사족은 같은 지역의 토착세력이라
는 점에서 외지인인 수령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학관계로 말미암아
한 세력이 독주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방의 통치를 원활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군현제 하의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있었다고 해
10)『울산부읍지』
(1832, 1871, 1895), 공해.
11)『언양현읍지』
(1871), 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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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언이 아니다. 수령은 왕의 분신으로 한 읍의 군주(君主)와 같은 존재였으며, 지
방 주민의 안락과 근심 걱정은 오로지 이들 수령의 현부(賢否)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
었다. 조선조의 역대 군주들은 수령의 선임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 선임
도 신중히 하였다.
수령의 임기는 태조·태종대에는 30개월, 세종에서 단종대에는 60개월, 세조대
에는 다시 30개월로 되었다가『경국대전』
에는 1,800일 즉 약 5년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수령은 직속 상관인 관찰사 외에도 중앙의 대간이나 여러
계통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어서 그 임기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울산지역 수령의 경우에도 3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이다.
울산을 담당하였던 수령의 명단은 조선전기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고, 조
선후기의 경우는 읍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2)
<표 2> 조선조 울산의 수령 명단

조선전기

조선
후기

선조조(선조32년이후)
(1599～1608)

金應瑞郭再佑朴毅長李英金太虛金應瑞鄭起龍李璲(이상兼府使)

광해군조(1608～1623)

朴毅長李廷彪李侃朴毅長(이상兼府使) 鄭起龍禹致績尹敬得柳澗李舜民朴思齊
(이상府使)

인조조(1623～1649)
효종조(1649～1659)

李克信宋克 閔汝儉曺明勖洪命亨朴明 李必達韓 吳暹李後天孟世衡李崍
都愼修李尙馥盧俊命(이상府使)
金廈樑尹世任申弘望金宗一金宗泌金雲長(이상府使)

현종조(1659～1674)

鄭始成李後奭全命龍鄭承明趙汝秀南天澤柳志立鄭之虎洪聖龜朴興文閔重魯
(이상府使)

숙종조(1674～1720)

安 任弘望柳譚厚金粹五安漢珪李善源 張 李國華鄭壽俊南弼星 朴身之
金灝成瑨成虎臣洪重周成碩夔金始慶羅學川姜世輔朴斗世 柳鳳徵鄭必東朴澄
沈 崔慶湜宋道涵鄭東後朴萬普李深(이상府使)

경종조(1720～1724)

洪尙賓慶聖會(이상府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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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殷楊五福李復禮田時貴李殷李友李山斗李思儉金布崔澄魏 李處溫鄭贍
孫孝胤兪山寶鄭以禮金潤金乙適孫光衍朴善金伋辛孟卿金宗直朴復卿金洵鄭
世弼宣憲李世琳李友申從溥蔣孝範愼邦佐李希伯崔繼勳申國樑金漢卿徐克一
郭 李求仁裵德文李繼義鄭寬李琬李世蕃李珣魚泳濬黃汝獻表贇李廷麒李漢
卿高敬命李濟臣林希茂金逸駿鄭仁寬李彦愉曺千齡孫英濟崔慶長閔忠男金復
一李瑩鄭仁貴金友皐張應李彦 金太虛邊夢龍

12)『울산부읍지』
(1832, 1871, 1895)의 환적조와『조선왕조실록』
을 대비하여 작성하였다.

영조조(1724～1776)

安瑞羽李萬維金始 李光湜尹就咸安慶運權相一吳命厚李義宗鄭廣運尹志泰
李光溥兪彦通尹得徵李 元李光湜朴 李光 南鶴宗朴昌潤宋復駿鄭幹閔
光遇沈 趙擎南有容安允行任 洪益大 趙載選申景祖尹得霖(이상府使)

조선

정조조(1776～1800)

金愚洪益喆李在亨吳在文李東賓沈公藝兪漢緯李元采丁載遠李敏亨鄭東協李
義逸鄭昌期李性重李廷仁(이상府使)

후기

순조조(1800～1834)

洪秉周林性運兪殷柱趙鎭宣李 徐洛修朴宗民兪漢寔徐有 李義悅趙咸永李
種祜李憲周趙濟仁元錫範宋宗洙閔致文趙濟晩(이상府使)

헌종조(1834～1849)

尹行定兪碩柱尹致成李玄緖金喬根金箕絢趙雲始尹日善(이상府使)

철종조(1849～1863)

朴齊韶趙秉性趙澈林洪鍾茂沈明奎鄭基李容在金琦淳沈遠悅尹興鎭李忠翼李
寅卨韓圭錫徐兢淳金俊根(이상府使)

고종조(고종32년까지)
(1863～1895)

鄭顯奭曺演承高奭鉉金九鉉尹庚鎭宋寅玉李羲性鄭基大張錫龍朴齊萬李泰鎭
金樂均鄭璣相朴世秉李啓夏金 秀金永稷金永順韓應周安鍾悳(이상府使)

한편 언양현의 수령은 자세한 재직기간은 알 수가 없고, 명단만 읍지에 파악되어
있는데, 이를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3)
<표 3> 조선조 언양의 수령 명단
조선전기

鄭包張孝禮金師 徐居廣梁鳳鳴金仲宗卞宗悌姜允金欽金權金致利李聃龍成世臣金欽祖閔
世貞洪彦邦田胤弼林薰鞠大範黃瑄朱士豪徐時重魚泳潭魏德和金太虛金昕朴弘春大

조선후기
(1895년까지)

李應明琴德華李時望李瑜辛邦櫓沈大 朴惟健梁斗南徐 金瀅趙澈金寧李士珪郭龍伯李興
業張遠金瓚奇孝宗金興祖申可貴金益堅黃寧辛景輅李弘箕崔千 鄭之屛權曦韓世雄曹士允
崔國成李昌胄南勇賚金贊宋克悌姜膺金渭丁以傑南聖雨安世柱趙復漢朴熙世宋揆崔世選申
汝沆趙元陽張格張孝源李弘邁趙裕錫吳再道李後悅金葵劉大義宋光林蘇正宇金聲玉李基命
牟一成具萬理李晩大李台望李光烱李安世韓爾錫李思順李宜泰洪胤源柳文龍吳碩宗朴銑柳
漢柱趙廷佑朱杓張齊尙金乃衍金得 尹守泰洪晟李得駿成箕柱林世載呂善泰朴長 金鳳顯
李彦愼權正遇李元植方處坤鄭宅慶吳應常李邦幹成國民韓景禹閔修顯金時弼閔心爀洪格李
得鉉曺慶夏李夔秀李周彦許稱成建鎭李寬福李濟遠金達衡崔弘德李魯昌李龍求白致彦王熙
澤林一馥成元鎭許 李敏吾金憲祖朴有鵬邊弘圭孫海遠宋熙直南宮溶李基肇徐益輔李文欽
李民熙許 洪佑人鄭璣相李容觀李晩鉉權日圭李啓錫李圭卨李鍾林尹秉寬尹養大崔鳳煥具
志鉉元容銓

위의 수령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드물게 4～5년 정도 재임한 경우도 있었는
데, 대개 1～3년 사이에 교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울산 수령 중 겸부사는 병마절도
사로서 울산부사를 겸하였다는 의미인데, 이 경우에는 따로 판관(判官)을 파견하여
13)『언양현읍지』
(1832, 1871, 1895)의 환적조와『조선왕조실록』
을 대비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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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위의 표에는 판관은 기재하지 않았다. 수령으로 두
번 이상 부임한 특이한 사례도 있었다. 박의장(朴毅長)의 경우 선조조와 광해군조에
걸쳐 세 차례나 병마절도사에 임명되어 울산부사를 겸한 바 있었다. 그 외에 김응서
(金應瑞)가 선조조에 두 차례, 정기룡(鄭起龍)이 선조조와 광해군조에 걸쳐 두 차례
병마절도사로서 부사를 겸한 바 있으며, 이광식(李光湜)은 영조조에 두 차례 부사로
임명된 바 있다.
울산지역에서 특별한 치적을 남긴 수령으로는 성종조의 박복경(朴復卿)이 태화루를
중수하였고, 선조조의 김태허(金太虛)와 정기룡은 임진왜란 때 왜군을 토적하는 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다. 그리고 조선전기의 울산군수였던 이제신(李濟臣)은 문장과 기절
(氣節)이 뛰어났을 뿐 아니라 효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 풍속을 크게 변화시킨 것으
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 외 선정을 베푼 울산부사로는 이세림, 신홍망, 송극
인, 김복일, 박명부, 맹세형, 김운장, 도신수, 정지호, 류담후, 남필성등이 있었다. 한
편 언양현감 중에서는 명종조의 영남사림파의 일원이었던 임훈(林薰)이 유풍을 진작
한 공으로 널리 기억되었고, 세종조의 서거광(徐居廣)을 위시하여 신가귀, 이홍기, 조
사윤, 강응 등이 백성을 사랑하며 선정을 베푼 것으로 칭송이 있었던 인물들이다.
수령을 보좌하여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것은 향리였다. 향리의 직제는 고려
시대의 것을 답습하면서 태종·세종조에 크게 정비되었다. 수령직의 강화와 향리지
위의 격하라는 시대적 추세에서 향리직제도 향청의 조직과 함께 수령의 하부행정체
계로 일원화되었고, 호장(戶長)도 이방, 호방, 형방 등과 함께 6방체제에 흡수되고
말았다.
향리의 정원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결국 읍세와
이족(吏族)의 형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조선후기 울산도호부의 경우 이들의 수가
170여 명에 달하였고, 언양현의 경우는 70～80여 명에 이르렀다. 조선후기에 들어
와 향리의 직제는 더욱 세분화되었다. 이는 지방행정 업무의 분화에 따른 결과이기
도 하였지만, 조선후기 관청의 기강 문란과 향리수의 과다로 인해 새로운 직과가 많
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었다.
향리는 신분적으로 중인에 속해 있어서 과거에 응시할 수는 없었으나, 지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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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이들은 수령들이 자신의 부임 지역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지 못한 점과
행정실무에 어두운 점을 십분 이용하여 실리를 취하고자 하였다. 조선초기에는 비교
적 관의 기강이 엄격하여 부정을 저지르는 경우가 적었으나, 점차 기강이 문란해지
면서 수령부터 사리에 눈이 어두워졌고, 여기에 편승하여 향리들도 불법을 많이 행

하였다. 특히 향리들은 국가로부터 녹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점은 조선왕조가 가지고 있었던 제
도의 구조적 모순이었다고 하겠다.
그 외 수령을 보좌하던 속료로는 군사 및 경찰 업무를 담당한 군교(軍校)가 있었으
며, 그 밑에 사령(使令) 또는 나장(羅將)이라 불리는 부류가 있어서 잡무를 담당하였
다. 관의 최하층 구성원으로는 관노비가 있어 수령의 공사생활은 물론 대내외적인
고된 잡역과 사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관노에는 급창(及唱), 고직(庫直), 구종(丘
從), 방자(房子) 등이 있었고, 관비에는 기생(妓生)과 수급(水汲) 등이 있었다. 관노비
는 울산도호부의 경우는 50～60명에 달하였고, 언양현의 경우에는 20～30명에 이
르렀다.
한편 수령의 지방행정을 보좌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유향소가 있
었다. 유향소는 조선후기에 오게 되면 향청 또는 향소(鄕所)라 불리었다. 유향소는
경재소와 함께 고려의 사심관제에서 분화·발전한 것으로 조선왕조를 개창한 신흥
사대부 세력이 그 때까지 군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던 향리를 배제하고 재경관인과
연결된 재지사족 주도의 지방통치와 성리학적 향촌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
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울산과 언양의 유향소에는 각각 좌수(座首) 1인과 별감(別監) 2인이 배치되어 있었
다. 유향소의 권한은 시대와 군현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16세기 이래 재지
사족이 강성한 삼남지방의 대읍에는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수령과 협조 또는
대립관계를 유지하기도 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는 기
관으로 정비되어 갔다. 사족세력이 그다지 강성하지 못했던 울산과 언양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되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임진왜란 이후 경재소가 혁파된 후 유향소는 이제 후원세력이었던 경재소
대신에 수령의 일방적인 권한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후기의 향청은 면
리제의 발달과 함께 수령의 하부기관으로 존재하면서 위로는 수령의 치읍을 보좌하
고, 아래로는 면리임을 거느리고 향리를 규찰하면서 군·읍 행정은 물론 향교 서원,
향약 조직과 횡적 유대를 갖고 수령의 하부 행정을 짊어지는 기관이 되었다.
조선후기 울산도호부에 배치되어 수령을 보좌하였던 각종 하부 관원들의 상황을
보면,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25인, 향리 73인, 지인(知印) 33인, 사령 29인, 관노
34인, 관비 14인이 배치되어 있었다.14) 이 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어났는

14)『울산부읍지』
(1832), 관직.

조
선
전
기

431

데, 1871년 울산부읍지 에는 향리·지인·사령을 합하여 170명이 되었고, 관노와
관비가 각각 30명과 24명에 이르러 그 전보다 조금씩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언양현의 경우에는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13인, 향리 24인, 서원(書員) 5
인, 지인 14인, 사령 16인, 관노 13인, 관비 13인이 배치되어 있었다.15)
3) 면리제의 발달
군현의 하부 단위로는 면과 리가 있었다. 우리 나라 역사상 면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시기는 조선초기부터였다.『경국대전』
에 의하면 5호를 1통, 5통을 1리로 하
고, 몇 개의 리를 합하여 1면을 만들고 통에는 통주(統主), 리에는 이정(里正), 면에
는 권농관(勸農官)을 각각 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법전 규정의 면리제가 실제
전국의 말단 행정구역에까지 보급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 조선 초기에
는 주·부·군·현이 각기 읍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면과 같이 몇 개의 방면
으로 면을 나누고, 이러한 면 밑에 리·촌 동의 자연촌이 부속되어 있었다. 면리제의
정비과정은 일반적인 군현제의 발전 추세와 마찬가지로 조선초기에는 향·소·부곡
이 리·촌으로 개편되었다가 나중에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촌락의 성장으로 리·촌
이 다시 면으로 승격해갔다. 다만 조선전기에는 고려와 조선후기의 중간에 개재한
과도기적 성격을 띠어 면과 촌, 또는 리와 사·동·촌이 때로는 상하관계로, 때로는
병렬적으로 존재하여 그 명칭이 혼용되고 있었다.
수령의 하부 행정체계도 수령→향리→면리임→면리 주민, 또는 수령→유향소→면
리임→면리 주민으로 연결됨으로써 향리와 유향소가 서로 견제, 갈등하는 위치에 있
었으나, 대체로 16세기부터는 수령→향리 향청→면리임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정리
되었다. 즉 면리임은 수령의 지휘 감독하에서 향리와 향청의 중간 단계를 거쳐 면리
행정을 수행해 갔던 것이다. 면리제는 지방 행정에 있어서 조선후기에 와서 가장 획
기적으로 발전한 분야였다. 조선후기 울산도호부는 16면 323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언양현은 6면 36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시대의 진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발
전과 함께 향촌사회가 그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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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울산지역의 면리 구성 상황을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보면 다음 표와 같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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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언양현읍지』
(1832), 관직.
16) 언양현의 경우는 1832년에 간행된 『언양현읍지』
에 근거하였다. 그런데 울산도호부의 경우는 1832년과
1871년에 편찬된『울산부읍지』
에 면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1895년에 편찬된
『울산부읍지』
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다.

<표 4> 울산지역의 면리 구성
지역

면명
上府面
下府面
內廂面
農東面
農西面
凡西面
內峴面
外峴面

蔚山都護府
(16面 323里)

靑良面

溫南面
熊上面
熊下面

溫北面
東面
江東面

彦陽縣
(6面 36里)

西生面
上北面
中北面
下北面
上南面
中南面
三同面

리명
吉村有谷盤谷太和和津平洞昌盛牛巖性洞上里鶴南鶴西校洞江亭下西
內部外部北文城南路北路西路下路上北亭路東石東
東部鳩亭平村明村連巖大島上坊楊亭山城栗洞孝門舊校內隍雉陸雉津
富平獨島中里新島
東洞西洞南洞北洞郭南南外內若外若長峴山酒陣長漁府
二院若水冷泉新只麻洞槐亭堤內水城水東次東池堂松亭化東松內次西
院旨化山德洞店里化亭
泉谷銅山詩禮五政達川常安加大新畓昌佐
關門用淵尺果連洞沙良新安內沙新里中里曲淵垈洞川上平川九永新卜
無去三湖茶田云谷末亭驛里長劍店里
三山中里新卜串旨小亭葛峴格洞月坪奉月新里上里
途山松湖也音上開化庄新安細竹開谷城外用淵用海深浦深海用岑九尾
柳串梅湖喬巖古沙九尾長承楊竹楊海明山沙平仙巖內開城內釜谷明洞
呂川中里晩峀山安川谷花谷月下
斗峴眞谷開山豆旺永丑內栗外栗盤亭竹田上亭下亭中里德亭良川良東
松田上南新村吾川回鶴處容巨南回南長只四方山下新只目島達浦店里
烏大殊文
外光新只大云鉢里進洞上禿江月延山渭洞陽巖用洞云谷軍令新里羅士
羅海公西士安貴旨
內山梅谷山下梨川德溪月羅長興平山 周津椧谷百椧召周新溪大周竹
田岐山片坪三呂西倉用巖用堂
臥旨連畓冠洞古也銀下德谷德峴云巖 巖谷檢丹上垈中垈下垈中坪曲
川椒井新里桶川石川石溪五卜大陽紙所內基肝谷
望化山陽德洞新庚山城石堂岐山石溪 松亭大安新安新元山南月川新
回種洞下回內回上西下西西湖唐浦上回東坪公東古沙中光梨津江口也
東泮長
東部西部牧場鹽浦新田 淸花岑方魚日山田下尾浦大便朱田
板只板海只洞卜星楮田楮海堂巳堂海於勿九南達洞達峴山陰大安亭子
亭海新田地境長嶝竹田地海
舊鎭鎭下北洞南洞
邑內松北於音盤松泉所盤湖
盤谷茶開直洞
池內香山道洞山前禾皮石南
楊等巨里洞吉川鳴村登億川前梨川
校洞德泉坪雙水亭大野方基
早日松亭金谷新基荷岑鵲洞九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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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의 교통과 통신
1) 울산지역의 도로망
중앙집권적 전제군주국가에 있어서 도로가 담당한 역할은 극히 중요하였다. 그것은
경제적인 면에서 지방의 물자를 중앙으로 신속하게 집결시키는 수단이 되었을 뿐 아
니라 행정적·군사적인 면에서 중앙과 지방을 신속하게 연결시켜 줌으로써 중앙집권
을 강화케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의 군주 가운데 도로에 관심
을 보이지 않은 이가 드물었고, 그로 말미암아 도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은 부단히 지속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당시의 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시대의 변천에 따른 도로사정의 변화란 그다지 괄목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하였다.
조선전기의 도로망에 대하여『경국대전』
에는 경성－개성부, 경성－죽산, 경성－
직산, 경성－포천 등 근기지방의 4개 간선도로를 대로(大路)로 규정하고 있다.17) 중
로(中路)는 경성－양근, 죽산－상주, 진천－성주, 직산－전주, 개성－중화, 포천－회
양 등 6개 도로망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나머지 도로망은 모두 소로(小路)였다.
조선후기에 와서도 도로망은 전기에 비하여 큰 변동은 없었던 것 같다.『속대전』
에도 전국의 도로를 역시 대·중·소로로 구분하였다.18) 대로는 경성－용인, 경
성－개성부, 경성－포천에 연결되는 도로망이었다. 조선전기에 넷이었던 대로가 후
기에 와서 형식상 셋으로 줄어든 셈이지만, 실제로는 전기의 경성－죽산, 경성－직
산 등 2개 도로망이 후기의 경성－용인의 하나로 통합되어 용인에서부터는 중로로
죽산과 직산으로 연결된 것이므로 근본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 중로
는 경성－양근, 죽산－상주, 용인－전주, 개성－의주, 포천－종성, 용인－영동, 충
주－단양 등의 7개 도로망이었다. 전기에 비하여 다소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중로였
던 진천, 성주의 도로가 소로로 바뀌고, 대신 충주－단양의 도로가 중로로 승격된 것
이다. 나머지는 큰 변동이 없었다.
이상과 같은 대·중·소로의 구분 외에『증보문헌비고』
는 전국적으로 가장 긴요
한 9대로를 제시하고 있다.19) 즉 경성－의주, 경성－경흥, 경성－평해, 경성－유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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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경국대전』공전 원우.
18)『속대전』병전 역로. 그러나 그것은『경국대전』
에서처럼 도로의 시발점과 종착역을 명시한 것이 아니고,
다만 역을 대· 중·소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역의 위치를 지도상에 확정한 다음과 같은 등
급의 역을 점철하여야 대 ·중 ·소로의 정확한 윤곽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19)『증보문헌비고』권 24,「여지고」12, 도리.

역－부산, 경성－유곡－통영, 경성－삼례－통영, 경성－제주, 경성－청 수영, 경
성－강화 간의 도로이다. 위의 9개 대로는 모두 경성에서 국경의 주요 관문이나 군
사적 요새지와 연결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도로망의 역할은 군사적·행정
적인 면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조선시대 전국의 도로 전체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울산지역의 도로는
그다지 큰 비중을 갖고 있지는 못한 듯하다.『경국대전』
과『속대전』
의 규정에 의하
면 울산지역의 도로는 소로에 해당되었다.『증보문헌비고』
에 제시된 9개 대로도 울
산지역을 통과하고 있지 않다. 가장 근접한 경성－유곡역－부산으로 이어지는 대로
도 유곡역(문경)－상주－선산－인동－대구－청도－밀양－양산－동래－부산으로 연
결되어 있어 울산을 비껴가고 있다. 다만 울산은 위 대로에서 파생된 지선(支線)에
속해 있었다. 즉 유곡역의 다음역인 덕통참에서 대로와 갈라져 광대천－심천참－안
계－비안－군위－신녕－영천－건천－경주－좌병영－울산으로 이어지는 지선상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다. 한편 언양은 영천에서 다시 갈라져 몰양참－내보창－언양으
로 이어지는 또 다른 지선에 놓여져 있었다.
위의 사실을 참고로 하되,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울산지역내의 도로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도로가 울산지역에서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하였
다고 보여진다.20)
① 울산부 남문21) －병영성－경주
- 이 도로는 울산의 중심부와 병영성을 연결하고 동천강을 건너 경주로 이어지는
울산지역에서 가장 긴요한 간선도로였다.
② 울산부 남문－삼탄－굴화역－언양현
- 울산의 동헌에서 남쪽으로 나와 태화강의 상류쪽으로 올라가다가 오늘날 삼호
교 근처에서 강을 건너 굴화역을 경유하여 언양현에 이르는 간선도로였다.
③ 울산부 남문－삼탄－청량면－간곡역－웅촌면－양산군
- ②와 같은 길을 따라 강을 건넌 다음, 무거동을 지나 청량면과 웅촌면을 거쳐 웅
상읍의 서창을 경유하여 양산에 이르는 도로였다.
④ 울산부 남문－태화진－내현면－온양면－기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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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아래의 도로망은 조선후기에 편찬된『울산부읍지』
(1832, 1871)와『언양현읍지』
(1832, 1871)의 앞 머리에
첨부된 지도를 참작하면서 읍지의 다른 기록과 대비하여 추정한 것이다.
21) 여기서‘울산부 남문’
은 울산읍성의 남문을 가리킨다. 다만 울산읍성이 임진왜란 때 왜군에 의해 파괴된 후
다시 복원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옛 남문이 있던 위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 울산의 동헌에서 남쪽으로 나와 오늘날 태화교 부근에서 나룻배로 강을 건넌 다
음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 남쪽으로 향하여 온양읍의 남창을 경유하여 기장현
에 이르는 도로였다. 다른 한 도로는 공업탑로터리 부근에서 갈라져 개운포에
있던 선소(船所)에 이르렀다.
⑤ 울산부 남문－증성－동천 하류－남목
- 울산의 남문에서 동쪽으로 증성(현 학성공원) 옆을 통과하여 동천강의 하류를
나룻배로 건넌 다음 남목에 이르는 도로였다.
⑥ 언양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로 난 도로
- 동쪽의 울산에서 언양을 경유하여 서쪽의 밀양에 이르는 도로로서, 오늘날의
24번 국도와 거의 비슷하였다. 도중에 운문령을 넘어 청도로 이어지는 도로도
있었다.
⑦ 언양읍성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난 도로
- 남쪽의 양산에서 언양을 경유하여 북쪽의 경주에 이르는 도로로서, 오늘날의
35번 국도와 거의 비슷하였다.
위에서 열거한 7개의 도로는 울산부와 언양현을 거쳐 사방으로 연결되던 도로망
이었다. 이외에도 비록 당시의 소략한 지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많은 소로
들이 있어 방(坊)과 방, 리(里)와 리 또는 소규모의 자연부락을 연결하고 있었을 것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도로와 도로 사이를 연결해주는 교량과 진도 역시 중요한 교통의 수단으로서 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의하면 조선 전기 울산지역에는 해양교(海
陽橋) 하나가 있었다. 해양교는 병영성의 동문 밖 어련천(오늘의 동천강)에 위치하였
다. 병마절도사 해양군 윤희평이 처음으로 가설한 데서 그 이름을 딴 나무다리였다.
1832년에 간행된『울산읍지』
에도 해양교가 여전히 등재된 것으로 미루어 몇차례 보
수는 있었겠지만, 그 때까지 그 자리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1871년
에 간행된『울산읍지』
에는 해양교가 지금은 없다고 되어 있고, 첨부된 울산부 지도
에는 해양교가 있던 비슷한 지점에 동천교가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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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에 해양교를 대신하여 동천교를 새로 가설한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1832년에 간행된『울산읍지』
에는 교량으로 삼탄교(三灘橋)가 새롭게 기재되
어 있어 조선 후기에 들어와 교량이 한 개 더 개설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탄교는 굴
화천(곧 태화강 중류)에 가설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위치로 보아 오늘날 삼호교 근처
였을 것이다. 그리고 1871년에 간행된『울산읍지』
에는 태화강석교가 새롭게 등재되

<그림 1> 울산지역의 도로망과 통신망

어 있다. 이는 태화진 부근에 위치하였는데, 다른 읍지에는 홍교(虹橋)라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아치형의 다리로서 울산 최초의 돌다리가 되겠다. 고종 4년(1867)에
부사 김세중이 주도하여 가설한 것으로 되어있다.
조선후기의『언양읍지』
에 의하면 언양에는 현의 동쪽 19리쯤 울산과의 경계 지점
인 태화강 상류에 벽력교(霹靂橋)가 가설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왕명으로 출장가는
관리들이 왕래할 때 그들이 탄 남여(藍輿)의 통과 목적으로 만든 다리였다.
한편 울산지역에는 배를 타고 건너는 진(津)도 네 군데 있었다. 먼저 태화강에 태
화진(太和津)과 중진(中津)이 있었다. 태화진은 오늘날의 태화교 부근이고, 중진은
그 보다 하류지역으로 오늘날의 울산교 부근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 나룻배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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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 있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동천강 하류에 내황진이 있었고, 외황강의 선소
(船所) 근처에 외황진이 있었다. 역시 나룻배가 한 척씩 배치되어 있었다.
조선전기 각 도로망에는 곳곳에 원(院)이 산재해 있었다. 원래 원이란 공용의 여행
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조선전기에는 원의 크기
에 따라 일정한 토지를 지급하고, 또한 가호도 배치하여 그들에게는 잡역을 면제해
)
주는 대신 원에 부여된 제반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22『신증동국여지승람』
에 나타난

울산지역의 원은 다음과 같다.23) 먼저 울산군에는 진동원(군의 동쪽 6리), 송지원(군
의 북쪽 27리), 대한원(군의 동쪽 30리), 가수개원(군의 서쪽 30리), 견분원(군의 서
쪽 24리), 굴화원(군의 서쪽 15리, 굴화역옆), 단두원(군의 서쪽 26리), 대양원(군의
서쪽 33리), 공계원(군의 서쪽 57리), 초전원(군의 서쪽 64리), 공수곶원(군의 남쪽
40리), 청광원(군의 남쪽 65리), 고지원(군의 북쪽 22리), 고원(군의 북쪽 35리), 태
화원(태화루옆), 팔등촌원(군의 남쪽 5리) 등 16개소가 있었고, 언양현에는 신원(현
의 남쪽 20리, 양산 경계), 저촌원(현의 남쪽 24리, 울산 경계), 우천원(현의 북쪽 11
리, 경주 경계), 석남원(현의 서쪽 30리, 석남산하), 보통원(현의 동쪽 1리) 등 5개소
가 있어서 도합 21개소의 원이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조선전기의 원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모두 퇴락하였다. 관설 원의 이러한 훼폐는 자연 사설 점(店)의 성행을 초래하게 되
었다. 점은 참점(站店)이라고도 하였는데, 역의 인근에 위치하여 여행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일종의 사설 요식업과 여인숙을 겸한 것이었다. 이것을 보통 주막(酒幕)이
라고 속칭하였다. 주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서 교통의 요지나 지방관아의 소재지,
또는 역과 역 사이의 인가가 없는 외딴 곳 등 도처에 설치되었다. 울산지역 안에는
얼마나 많은 주막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어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으나 아마도 수 많
은 주막이 산재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2) 울산지역의 통신체계
조선왕조에 있어서 우체, 통신의 기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역(驛), 파발(擺撥) 및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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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종실록』권 109, 세종 27년 7월 을유 ;『경국대전』공전 원우. 조정에서는 전국의 원을 3등급으로 나
누어 대로원에는 1결 50부, 중로원에는 1결, 소로원에는 50부씩의 토지를 지급하였다. 또한 각 등급의 원
에 5호, 3호, 2호씩을 배정하여 원에 부여된 제반 업무를 맡도록 하였다.
23)『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23, 울산군·언양현 역원.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국가의 공적인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행정적인 면에서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 하달하고 지방의 사정을 중앙에 보고하는 일과, 군사적인 면
에서 변방의 군정을 신속하게 중앙에 보고하는 일 따위를 주기능으로 삼았고, 공적
인 임무를 띤 관리에게 규정된 한도내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다.
역제는 곧 국가의 신경조직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왕권의 강화를 위한 필요요건
중의 하나가 역제의 정비와 거기에 따른 부단한 개선이었다. 조선후기의『속대전』
에
는 역을 대·중·소로역의 세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대로역은 경기도에만 12개 처
가 있었다. 중로역은 경상도 5개 처를 포함하여 총 100개 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소로역이었다.24) 울산지역의 역은 모두 소로역에 해당되었다.
울산지역에는 먼저 울산군에 부평역, 굴화역, 간곡역 등 세 역이 있었고, 언양현에
덕천역 한 곳 등 도합 4개의 소로역이 있었다. 부평역은 병영성의 서쪽에 위치해 있
었고, 굴화역은 울산의 중심에서 서쪽 15리 지점에, 그리고 간곡역은 서쪽 39리 떨
어진 지점에 있었다. 덕천역은 언양현의 남쪽 5리 지점에 있어 동으로 30리 떨어진
울산의 굴화역에 응하였다. 조선후기의 각 역은 유지비 조로 국가로부터 일정한 토
지를 지급받고 있었다.25)
통신기능으로서의 역제는 파발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 파발제는 변
경지방과의 긴밀한 군사적 목적의 연락을 취하기 위하여 선조 30년(1597)에 설치된
것이었다. 따라서 전국적인 규모를 가진 역제에 비하면 규모가 작았다. 파발로는 경
성－의주간의 서발 38참, 경성－경흥간의 북발 64참, 경성－동래간의 남발 34참 등
세 갈래가 있었다. 이 파발로를 연결하는 발참은 기발(騎撥) 즉 말
［馬］
이 수단일 경
우에는 25리마다에, 보발(步撥) 즉 보행이 수단일 경우에는 30리마다에 둔다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참과 참 사이의 거리는 역과 역 사이의 거리와 거의 같았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으로 미루어 위에 든 146개의 발참이 모두 신설된 것으로 보기
는 어렵고, 상당수는 기존의 역이 임무를 대행하였으리라 믿어진다. 그것은 역제와
파발제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과 지역에 따라서는 역과 참의 명칭을
혼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울산지역은 위의 세 개의 파발로의
간선에서는 약간 비켜나 있었다.
역제 및 파발제와 더불어 통신의 기능을 담당하였던 다른 하나는 봉수제였다. 전
자가 군사와 행정 양면의 통신을 아울러 수행하였던데 반하여 후자는 군사·통신만
24)『속대전』병전 역로.
25)『경국대전』호전 제전조에 따르면, 소로역에는 공수전 5결, 장전 2결, 부장전 1결 50부, 마위전 7～4결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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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당하였다. 다시 말하면 봉수는 국경지방의 군정을 신속하게 중앙에 보고함으로
써 불의의 사고에 대비케 하고자 함이 그 주목적이었다. 따라서 봉수망은 북변의 국
경과 남방의 해안지방이 기점이 되고 경성이 종점이 되었다.
교신 방법은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되, 연기와 불빛의 숫자에 따라
위급한 정도가 정해져있었다. 평시에는 한 개, 적이 모습을 나타내면 2개, 적이 경계
에 접근하면 3개, 적이 경계를 침범하면 4개, 싸움이 벌어지면 5개를 반복하여 올렸
다. 비나 궂은 날씨로 신호가 불가능하면 봉수대를 지키던 군사가 뛰어가서 다음 봉
수대에 알려야 하였다.
봉수망은 그 중요성에 따라 주봉(主烽)과 간봉(間烽)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 주봉
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봉수망이 있었다.
① 경흥－회령－운두봉－길주－함흥－안변－철원－경성
② 동래－경주－영천－안동－충주－경성
③ 강계－삭주－의주－통군정－정주－안주－평양－개성－경성
④ 의주－진남포－해주－연평도－개성－경성
⑤ 순천－옥구－임피－은진－공주－천안－수원－인천－강화－김포－경성
위의 다섯 갈래 주봉중 ①, ③, ④거(炬)는 북변의 군정을, ②, ⑤거는 남변의 군정
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주봉을 큰 줄기로 하여 간봉이 전국에 신경망 같이
분포해 있었다.
울산지역에는 조선 전기에 총 10개의 봉수가 분포해 있었다. 울산군에 8개, 언양
현에 1개, 경주부에 1개소이다.26) 경주부의 1개소는 소산 봉수를 가리키는데, 현재
행정구역상 울산군의 두서면에 속해 있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이 소산 봉수와 언양
현의 1개소인 부로산 봉수는 주봉상에 위치해 있었다. 즉 동래 다대포 봉수에서 출
발한 것이 동래의 계명산 봉수, 양산의 위산 봉수, 부로산 봉수, 소산 봉수를 거쳐
경주의 고위산 봉수로 연결되었던 것이다. 울산군의 8곳은 모두 간봉에 해당되었는
데, 부산의 황령산에서 출발한 것이 기장의 남산을 지나 울산의 임랑포, 아리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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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곶, 하산, 가리산, 천내, 남목천, 유포 봉수를 차례로 거쳐 경주의 하서지로 통과
한 후 안동을 통과하는 주봉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위의 울산지역의 봉수대를 다
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6)『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23, 울산군·언양현·경주부 봉수.

① 임랑포 봉수 : 조선후기 효종 2년
(1651)부터 기장현에 속하게 되었다.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② 아리포 봉수 : 조선후기 효종 2년
(1651)부터 기장현에 속하게 되었다.
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③ 이길곶 봉수 : 현울산군서생면나사리.
④ 하산 봉수 : 현 울산군 온산읍 강양리.
⑤ 가리산 봉수 : 현 남구 용연동 가리산.

이길곶 봉수

⑥ 천내 봉수 : 현 북구 화정동.
⑦ 남목천 봉수 : 현 동구 주전동 봉대산.
⑧ 유포 봉수 : 현 북구 당사동. 조선후기에 폐지되었다.
⑨ 부로산 봉수 : 현 울산군 삼남면 천전리 봉화산.
⑩ 소산 봉수 : 조선시대에는경주부에소속되어있었다. 현울산군두서면구량리.
위와 같은 조선 전기 울산지역의 봉수는 조선 후기에 들어와 약간의 변화가 있었
다. 주봉상에 있었던 부로산 봉수와 소산 봉수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울산부의 임랑
포 봉수와 아리포 봉수는 효종조 이후 그 지역이 기장현에 속하게 되면서 울산부에
서 떨어져나가게 되었고, 유포 봉수는 폐지되었다. 남목천 봉수는 한 때 남옥으로 명
칭이 변경된 적이 있는 듯 하다. 그리하여 조선 후기 울산부에는 이길곶, 하산, 가리
산, 천내, 남목천 등 5개소의 봉수가 간봉상에 위치해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울산지역은 조선초 울산군과 언양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울산은 조선초부
터 병영이 설치될 정도로 군사적인 요충지로 주목을 받았다. 울산군과 언양현에는
각각 군수와 현감이 파견되었는데, 울산의 경우 조선 전기 장기간 병영의 책임자가
수령을 겸하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울산은 도호부로 승격되었고, 이어 전
임의 도호부사가 파견되어 군사와 행정이 분리되었다.
군현제하의 지방행정은 전적으로 수령에게 달려있었다. 그들의 임기는 약 5년이
었으나 실제로는 3년을 넘기는 경우도 드물었다. 울산지역의 수령들도 대개 1～3년
사이에 교체되었다. 수령을 보좌하여 지방 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이로는 향리를 위
시하여 군교, 사령 등이 있었다. 이들의 정원은 법전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잘 지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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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 같고, 결국 읍세와 이족의 형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한편 수령의 지방행정을 보좌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유향소가 있
었다. 울산과 언양의 유향소에는 각각 좌수 1인과 별감 2인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점
차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는 기관으로 정비되어 갔다. 수령 중심의 행정체계의 하부단
위로는 면리가 있었다. 면리의 행정책임자로는 면리임이 있었는데, 이들은 향리와 향
청의 단계를 거쳐 면리행정을 수행하였다. 이 면리제는 조선후기에 와서 가장 획기적
으로 발전한 부분으로 시대의 진전에 따른 향촌사회의 성장에 기인한 것이다.
울산과 언양에는 각기 독립된 군현으로서의 관아·창고 등의 시설을 가지고 있었
다. 울산과 언양의 중심지에는 성곽이 둘러있었고, 그 안에는 수령 관아를 비롯하여
각종 관청, 누정, 창고 등이 배치되어 있었다. 관아나 창고 시설은 모든 군현이 거의
같았는데, 단 규모에 있어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조선시대 전국의 도로망에서 볼 때 울산지역의 도로는 서울과 동래를 잇는 대로상
에 위치하지 못하고 지선상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울산지역 내의 도로는
울산의 읍성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연결된 5개 도로가 간선도로의 구실을 하였고, 언
양의 경우는 언양 읍성을 중심으로 동서 방향과 남북 방향으로 뻗은 도로가 간선도
로의 구실을 하였다. 깊은 강을 배로 건너기 위한 나루터도 4개소에 있었다. 그 외
조선전기에는 공용 여관인 원이 울산군 16개소, 언양현 5개소로 울산지역에 도합 21
개소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 원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사라지고 더 많은 수의 사설
주막이 곳곳에 들어서서 여행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울산지역의 역은 모두 소로역에 해당되었는데, 울산군에 3개소, 언양현에 1개소가
있었다. 또한 울산지역에는 총 10개의 봉수가 분포해 있었다. 그 중 언양지역에 위치
한 2개 봉수는 주봉상에 위치하였고, 울산에 있던 8개 봉수는 간봉상에 위치하였다.
<우인수, 울산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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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조선전기 경제제도와 울산

한국 전근대사회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산업이 농업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울
산지역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된 산업은 농업이었다. 물론 지리적 위치가 바다에 연
해 있으므로 어업도 영위하였다. 그러나 울산을 둘러싼 산맥이 해안에 바짝 다가가
있어 어촌은 내륙과의 교통이 불편하고, 어로기술이 부족한 한편 수산물 교역도 활
발하지 못하여 어업은 주된 산업의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울산지역의 전근대사회 농업의 실상을 살펴보는 일은 자료의 부족으로 상당한 어
려움이 있다.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울산지역은 수도 경주와 인접하였지만 농민
또는 농업에 관한 자료는 전혀 남아있지 않다. 고려시대의 울산지역은 수도 개경과
먼 거리에 치우친 벽읍(僻邑)이어서 역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이후 조선왕조에 들
어서서야 비로소 울산지역의 농업과 농민에 관한 사료를 다소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전근대 울산지역의 농업과 농민의 실상 파악은 조선전기 시대에
한정하기로 한다. 그것도 조선전기 각종 국가적 제도의 정비에 따른 수취제도의 성
립으로 농민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는 과전법(科田法) 체제하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살피기로 한다.

1. 과전법 체제하의 울산
과전법은 고려 최말기인 우왕 14년(1388에
)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한 이성
계(李成桂)와 그를 추종하는 개혁파 사류(士類)들이 창출한 토지법제(土地法制)로,
조선왕조는 이 과전법을 계승하여 운용하였다. 그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전법 시행 이전에 실시한 남부 6도에 대한 토지조사사업을 기사양전(己巳量田,
1388)이라 하는데, 이때 파악된 전지(田地)의 총면적은 50만결 가량이었다.1)
과전법은 먼저 전국의 토지를 국가가 전조(田租)를 수취하는 국가수조지로 편성하
였다. 이 중 일부를 국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관부에 어떤 전지의 전조를 거두는 권
리인 수조권(收租權)을 지급하고 이 전지를 공전(公田)이라 하였다. 또 어떤 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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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려사』권 78, 식화지 1, 전제 녹과전. 한편 여기의 결(結)은 수확단위와 면적단위를 함께 나타내는 용어
이다. 수확단위는 수확할 벼 한 웅큼을 1파(把, 줌), 10파를 1속(束, 묶음), 10속을 1부(負, 짐)라 하고, 100
부를 1결이라 한다. 면적단위는 1결을 생산할 수 있는 전지의 면적을 말한다. 그러므로 1결의 면적은 전지의
비옥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를 결부법(結負法)이라 한다.

대한 수조권을 관인 및 국가적 직무에 종사하는 여러 직역인(職役人)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전지를 사전(私田)이라 하였다.
과전법 상의 전조는 1결당 논
［水田］
에서는 조미( 米)2) 30두, 밭
［旱田］
에서는 잡
곡 30두로 수확량의 1/10이다. 그러므로 1결은 300두를 생산하는 면적이 된다. 당
시 1석은 15두였으므로 결국 1결은 조미 혹은 잡곡 20석을 생산하는 면적이 된다.
이 전조를 납부하는 자들은 자기의 토지를 소유하고 농사를 짓는 자영농민들이다.
그러므로 과전법 체제는 기본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영농민과 이들이 납부하는
전조를 기반으로 운영된 조선 전기의 경제체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울산지역의 농
민들은 대개의 경우 자영농민이었으며, 이들은 법제에 따라 전조를 국가 혹은 관부
에 납부하였다. 다만 개인이나 관부에 수조권을 설정 당한 농민들은 해당 수조권자
에게 전조를 납부해야 하였다.
울산지역에는 수조권을 보유하여 전조를 수취하는 공적 기관과 직역인이 여럿 있
었다. 수조권을 보유한 기관은 먼저 울산군과 언양현이라는 행정기관이 있었다. 여
기에는 공전으로서 수령(守令)의 녹봉에 해당하는 아록전(衙祿田), 사객(使客)의 접
대와 기타 비용의 재원을 염출하는 공수전(公須田)이 소속되어 있었다.
아록전은 세종 27년(1445)의 국용전제(國用田制) 시행에 따라 울산군 45결, 언양
현 40결이 지급되었다. 공수전도 국용전제 시행에 즈음하여 전국의 군현을 대·
중· 소로 등급을 나누어 군 25～15결, 현 20～10결을 지급하였다.3) 당시 울산군과
언양현은 15결을 지급받았다.『경국대전』
에는 공수전은 군·현 모두 40결로 규정되
어 있고, 아록전은 대로(大路) 25결, 중로(中路) 20결, 소로(小路) 15결로일괄 규정
하였다.4) 울산과 언양이 아록전 지급 등급의 어디에 속했는지는 알 수 없다.
각 역(驛)에도 수조지가 지급되었다. 과전법에서는 역리전(驛吏田)을 지급한다고
만 하였다. 세종 2년(1420)에‘각 도의 역을 대·중·소로 나누고 위전(位田)을 지급
한다’
는 기록이 있을 뿐 액수에 관한 정확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데, 당시 전국적으
로 5만결 정도가 역에 지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5)『경국대전』
에는 역의 공수전
으로 20～5결, 역리(驛吏) 역노(驛奴)의 인리전(人吏田)으로 각 4결, 마위전(馬位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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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미는 벼의 겉껍질만을 벗긴 쌀이다. 오늘날의 현미에 해당한다.
3) 과전법체제에서는 국가수조지를 중앙의 각 관부와 군자전(軍資田) 등으로 분속하여 전조를 수취하였다. 그
러나 이로써는 중앙 각 관부의 비용이 모자라게 되어 군자곡(軍資穀)을 빌려다 쓰니 계산이 매우 번거로웠
다. 이에 따라 세종 27년에 지정된 지방기관의 수조지 이외에는 모두 국용전(國用田)으로 통합하여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하였다(
『세종실록』권 109, 세종 27년 7월 을유). 이를 국용전제라 한다. 이때 수조지의 감축
과 혁파를 함께 시행하였다. 이하 국용전제와 관련된 서술은 이 사료에 의한다.
4)『경국대전』호전 늠전.

으로 말 한 필마다 7～4결씩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6)
『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울산군에 간곡·굴화·부평 등 세 곳의 역이 나타나 있
고, 언양현에는 덕천역 하나가 나타나 있다.7) 이들 역은 조선전기에는 대·중·소
등급을 알 수 없지만, 후기에는 모두 소로역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8) 전기부터 이 등
급에 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역에 앞에서 본 위전·공수전·마위전이 지급되
었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원(院)과 진(津)에도 수조지가 지급되었다. 원은 공무로 여행하는 관원의 숙박시설
이다. 원에는 고려말 공양왕 3년(1391에
) 대·중·소로의 역에 2～1결을 지급했다
가, 조선 세종조의 국용전제 시행으로 대·중·소로에 1결 50부～50부를 지급하였
다. 그리고『경국대전』
에는 대로 1결 35부, 중로 90부, 소로 45부로 축소 규정되어
있다.9) 울산 언양의 각 원 역시 등급을 알 수 없지만 위의 규정에 따라 수조지가 지
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신증동국여지승람』
에는 울산에 진동·송지·대한 등 16개
소의 원이, 언양현에는 신·저촌 등 5개소의 원이 실려있다.10)
진은 강을 건너는 나루터에 설치한 기관으로『경상도속찬지리지』울산군 도진교
량(渡津橋梁)조에 군 남쪽의 주진, 군내의 대화진이 나타나 있다. 언양현에는 도진교
량조 자체가 없으므로 진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11) 진을 관리하는 자를 진척(津尺)
또는 진부(津夫)라 하는데, 국용전제 시행에서 서울 주위의 몇몇을 제외한 전국의 도
와 진에 진척위전(津尺位田) 1결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경국대전』
에는 진부전(津
夫田)으로 대도(大道) 10결 50부, 중도(中道) 7결, 소도(小道) 3결 50부씩을 지급한
다고 규정하였다.12)
향교에도 학전(學田)이 지급되었다. 울산과 언양의 향교는 최초의 설립연대가 밝
혀져 있지 않다. 그런데 1749년간『학성지』학교조에‘고려초에 흥려부의 부치(府
治)는 신학성(神鶴城)이었는데, 이때 향교는 성 북쪽 1리쯤에 있었다’
하여 고려 초에

5) 김태영, 1983,「과전법체제에서의 수조권적 토지지배관계의 변천」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 지식산업사,
109～110쪽.
6)『경국대전』호전 제전.
7)『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군 ; 같은 책, 권 23, 언양현. 이하 울산과 언양에 관한『신증동국여지승람』
의 기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이를 논거로 하고 따로 주기하지 않는다.
8)『속대전』병전 역로.
9)『경국대전』호전 제전.
10)『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군 역원 ; 같은 책, 권 23, 언양현 역원.
11)『경상도속찬지리지』울산군 ; 같은 책, 언양현. 이하 울산과 언양에 관한『경상도속찬지리지』
의 기록은 모
두 이를 논거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주기하지 않는다.
12)『경국대전』호전 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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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 기록은 고려 인종 5년(1127에
) 모든 주(州)에
학교를 세우라는 교서를 내린 것울 볼 때13) 사실과 다르다. 신왕조를 창건한 이성계
와 신흥사대부층의 적극적인 유교정책에 따라 고려말～조선 태조 연간에 세워진 것
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학전은 태종 6년(1406)에 지관(知官)에 제전(祭田) 4결, 교수관을 차견하는 지관
에는 늠전 15결씩을 지급하였다.14) 지관은 지사(知事)를 파견한 고을이라는 뜻으로
당시의 울산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용전제 시행에 즈음하여서는 학교위전으로 지관
4결, 현 2결로 규정하였고,『대전속록』
에는 군 7결, 현 5결로 규정됨으로써 항구화
하였다.15)
울산군과 언양현, 각 역, 그리고 각 군사기구에는 관둔전(官屯田)이 지급되었다.
관둔전은 수조지가 아닌 국유지로 각 기관에 소속된 노비나 군사가 직접 경작하여
그 수확을 소용 경비에 충당하는 토지이다.『경국대전』
에 따르면 군에는 16결, 현과
역에는 12결의 관둔전을 두게 되어있다.16)
군사기구는 울산에 병영과 수영을 두어, 병영 휘하에 있는 울산군과 언양현, 수영
휘하의 염포영과 서생포영이 여기에 소속되었다. 병영은 주진(主鎭)이라 하여 병마
절도사가 주둔하고, 울산군은 거진으로 군수가 동첨절제사, 언양현은 진으로 현감이
절제도위가 되어 병마절도사 휘하의 군사지휘관이 된다. 수영 역시 주진이라 하여
수군절도사가 주둔하고, 그 아래에 진으로 염포영, 서생포영이 있어 만호(萬戶)가 지
휘관이 되었다.
『경국대전』
에 따르면, 주진 20결, 거진 10결, 진 5결씩의 관둔전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17) 중종 8년(1513에
) 울산 개운포의 경상좌도 수영을 부산포로 옮기려는 논의
가 있었다. 이를 반대하는 자의 논거는‘개운포 수영에는 50여 석을 파종할 수 있는
둔전과 60여 구의 노비가 있는데, 수영을 부산포로 옮기면 노비들이 백리길을 왕래
하면서 둔전을 경작할 수 없다’
는 것이었다.18) 여기서 울산 관둔전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인이 전조를 수취하는 사전은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향리에게 지급하는 인리위
전(人吏位田) 등이 있었다. 과전법에는 이들 지목이 외관직전(外官職田), 늠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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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고려사』권 74, 선거지 2, 학교 국학.
14)『태종실록』권 11, 태종 6년 6월 을유.
15)『대전속록』호전 제전.
16)『경국대전』호전 관둔전.
17) 위와 같음.
18)『중종실록』권 18, 중종 8년 8월 정미.

給田), 향리전(鄕吏田)으로 나타나 있지만 지급액수는 규정하지 않았다. 인리위전은
왕조 초기에는 1인당 수전·한전 합하여 대체로 5결씩이 지급되다가19) 국용전제 시
행에 따라 혁파되고 말았다. 조선 전기의 울산과 언양의 향리의 수를 알 수 없으므로
그 지급 규모도 알 수 없다.

2. 울산의 농업과 농민
고려말 기사양전으로 확보된 6도의 전지 50만결 중 울산지
역의 전지면적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 태종 5년(1405에
)
남부 6도에 대한 대규모의 양전으로 96만결을 확보하였다.20)
이 중 울산지역의 전지 면적이 얼마인지도 역시 알 수 없다.
이 후에 편찬된『세종실록지리지』
에 울산지역의 전지 면적
이 실려있다. 여기에는 당시의 호수(戶數)와 인구수도 실려있
어 울산지역의 경제상태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여기의 호는 이른바 편호(編戶)라는 것으로 역역(力役)과 부
세(賦稅)의 부과단위인데, 대체로 3～4의 자연호를 하나로
묶어 편성한 것이다. 한편 인구는 성인 남녀를 말한다.
당시의 행정 능력으로는 토지면적과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렸웠으므로, 이 자료에 나타난 통계수치는 대략의
상황을 알려줄 뿐 실제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세종실록지리지 울산군조

『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조에‘경작지는 6,482결인데, 논
이 4/9보다 조금 많다
［强］하였다. 여기서는 또‘땅은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다’
하여 토질과 기후가 농업에 적합한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다. 울산은 논과 밭의 비율
이 4 : 5 정도이고, 토질과 기후가 좋아 양호한 영농조건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울산군조에 울산의 거주 호수는 1,058호이며, 인구는 남자 4,161구
(口), 여자 4,182구, 합 8,343구라 하였다. 이를 환산하면 호당 경지면적은 6.13결,
인구는 7.89구가 된다.
언양 역시 기사양전 당시의 전지 면적을 알 수 없다.『세종실록지리지』
에‘경작지
는 1,515결인데, 논과 밭이 반반씩’
이라 하였으므로, 논과 밭의 비율이 5 : 5로서 울
19)『세종실록』권 86, 세종 21년 9월 을묘.
20) 김태영, 1983,「과전법체제에서의 토지생산력과 양전」
,『조선전기토지제도사연구』
, 지식산업사,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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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비하여 논의 비율이 약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다시‘땅은 기름지고
기후는 따뜻하다’하여 울산과 마찬가지로 농업에 적합한 토질과 기후를 갖추고 있
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언양의 호수는 421호이며, 인구는 남자 1,458구, 여자
1990구, 합계 3,448구였다. 이를 환산하면 호당 경지면적은 3.40결, 인구는 8.20
명이 된다. 울산에 비해 호당 인구수는 거의 같지만 경지면적은 대략 1/2 정도임을
알 수 있다.21)
위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약점을 감안하면서 울산지역의 토지소유 규모를 전
국적인 상황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전국 9.93
결, 경상도 6.31결이었다.22) 이와 비교할 때 울산·언양 모두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경상도의 평균과는 울산은 거의 비슷하지만 언양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다시 수확량을 추산해 보면, 울산의 경작지에서는 한 해 12만 9,640
석, 호당 평균 122석 정도를 생산하였고, 언양에서는 한해 3만 300석, 호당 평균 68
석을 생산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보아 당시의 언양은 울산에 비하면 다소 잔약한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농민의 경영규모를 보자. 호당 평균 경작지 면적이 울산 6.13결, 언양
3.40결이라 하였지만, 실제 개별 호의 토지소유 규모는 천차만별이었다. 수백결을
소유한 부호가 있는가 하면, 1부의 토지도 소유하지 못한 무전농민(無田農民)도 있
었다. 이들 무전농민은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수확량의 1/2 가량을 지대(地
代)로 납부하는 병작농( 作農, 소작농)으로 존속하였다.
세종 18년(1436) 강원도의 토지소유 규모에 관한 보고를 보면 이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이 보고에는 10결 이상 소유자는 전체의 15%, 6결 이상 소유자는
32.5%, 나머지 절대다수인 7,735호 67.5%가 5결 이하의 소유자였다.23) 10결 이상
소유자의 경우 수백결을 소유한 대지주도 있었을 것이며, 5결 이하 소유자에는 무전
농민도 있었을 것이다. 강원도는 울산·언양에 비해 산간지역이어서 소유 규모에 있
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터이나 요컨대 대지주～무전농민이 혼재한 농촌사회의
현실은 큰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전기에 토지를 소유한 자는 7/10, 무전지민이 3/10 정도였던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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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세조 4년(1458의
) ‘우리 나라는 땅이 좁아서 무전지민이 거의 10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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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같은 책, 언양현. 앞으로 울산과 언양에 관한 기록은 모두 이를 근거로 하고 특
별한 경우가 아니면 따로 주기하지 않는다.
22) 이호철, 1986,「농업 경영의 형태와 규모」
,『조선전기농업경제사』
, 한길사, 662쪽.
23)『세종실록』권 74, 세종 18년 7월 임인.

이다’한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24) 7/10 유전자 중에는 대지주도 있었을 터이지만
그 절대다수는, 강원도의 경우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5결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소
유한 자영의 소농민이었다. 울산과 언양에서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종실록지리지』
에는 울산의 주된 영농 종목을 벼
［稻］
·조
［粟］
·삼
［麻］
이라 하
고, 언양은 벼·피
［稷］
·보리
［麥］
·콩
［菽］
이라 기록하였다. 이 중 벼는 주로 논에
서, 조·삼·보리·콩은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다.
조선전기의 벼농사는 1년 1작으로 수전직파법(水田直播法)이 주된 농법이었다. 세
종 11년(1429에
) 경상도를 포함하는 하삼도 지역의 선진농법을 기록한『농사직설』
에는 벼농사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수경(水耕), 건경(乾耕), 삽종(揷種)
이 그것이다.25) 이 중 수경이 바로 수전직파법이다. 건경은 봄철에 가뭄이 들어 수
경이 불가할 때 사용하는 농법이어서 파종기에 물이 없는 특수한 경우에 사용하는
농법이다. 한편 삽종은 뒤에서 서술할 이앙법이다.
수전직파법은 봄에 수전에 볍씨를 뿌리고 벼가 자라남에 따라 김매기를 시행하여
잡초를 제거하면서 가을을 기다려 수확하는 농법이다. 이것은 해를 걸러 경지를 쉬
게하여 지력을 회복하는 휴한법을 극복하고 해마다 작물을 재배하는 연작법의 단계
에 들어선 농법이다. 수전직파법에는 수리(水利)가 필수적이었으니, 울산지역에서는
태화강 지류 소하천들의 물을 이용하였다. 한편 소하천이 없어 수리에 부적합한 내
륙 고지대에는 가뭄에 대비하여 제언들을 축조하였다.
『경상도속찬지리지』
에 따르면 울산에는 27곳에 461결 28부를, 언양에는 5개소에
48결 30부를 몽리하는 제언이 기록되어 있다. 축조 시기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대
체로 고려말 이래 이 책 편찬 시기인 예종 당시까지 축조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정리하면 <표 1, 2>와 같다.
<표 1> 경상도속찬지리지 소재 울산 제언
제언
거마곡제
기법리제
소차평제
영위제

위치
군내리
군내리
군내리
신읍리

몽리면적
44결
41결 85부
12결 37부
20결 25부

24)『세종실록』권 11, 세종 4년 정월 병자.
25)『농사직설』종도.

제언
접지제
중제
우을량제
청광리제

위치
소목리
소목리
장안리
청광리

몽리면적
2결98부
3결98부
4결87부
5결20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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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
대포제
강장리제
금사동제
영청제
대천제
회율리제
법제
연제
반제
퇴포제

위치
원포리
강장리
동산방리
농소리
거여리
회율리
팔목촌리
팔목촌리
사동
청양리

몽리면적
20결 16부
48결
3결27부
8결89부
30결 40부
8결89부
42결 79부
37결 98부
8결15부
20결 59부

제언
장좌제
서생포리제
연화제
소을제
가수개리제
소근제
산촌리제
아리동제
유골동제
계

위치
양천리
서생포리
범서리
범서리
가수개리
가수개리
산촌리

몽리면적
1결80부
22결 20부
20결
2결22부
1결70부
5결62부
8결
3결13부
31결 99부
461결 28부

<표 2> 경상도속찬지리지 소재 언양 제언
제언
기제
추성제
초산제

위치
옹곡리
송도리
계화석리

몽리면적
9결17부
5결
11결

제언
다개제
파두상제
계

위치
우천리
길천리

몽리면적
12결6부
11결7부
48결 30부

벼농사에서 수전직파법보다 발달한 농법이 이앙법이다. 이앙법은 이른바 모내기
법으로 2월 하순～3월 상순(음력) 봄에 묘판에 볍씨를 뿌려 묘종을 기르고, 적당한
크기로 자라면 이를 수전에 옮겨 심는 농법이다. 이앙법은 수전직파법보다 특히 김
매기에서 노동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벼를 베어낸 논에 보리를 재배하는 이모작
이 가능한, 당시로서는 매우 선진적인 농법이다. 그러나 이 농법은 이앙기에 필수적
으로 물이 있어야 하므로 안정적인 수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앙법은 조선 초기에 특히 수리가 풍부하고 기후가 온난한 경상도 지역에서 시행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농법은 위험천만한 것이었다. 이앙
기에 가뭄이 들면 한 해 영농을 완전히 그르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왕명
으로 이를 금지하는 일도 있었다.26) 그러나 이앙법은 생산력이 높아 농민들은 금령
에도 불구하고 즐겨 시행하였다.
가령 세종 17년(1435) 당시 경상도 고성에서는‘물이 있는 곳을 가려 미리 묘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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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러 4월에 옮겨 심으니 유래가 오래 되었다’하였고, 마침내 세종도‘물길이 좋은
곳에는 이앙법을 허락한다’하기에 이르렀다.27) 울산지역이 기후와 토질에 고성과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할 때 조선초기부터 이 곳에서도 이앙법을 시행하고 있었음을
26)『태종실록』권 27, 태종 14년 6월 임자.
27)『세종실록』권 68, 세종 17년 4월 정자.

짐작할 수 있다. 위의 제언들도 이 새로운
농법의 수리에 이용되었을 것이다.
울산지역의 밭농사 작물은 앞에서 본대
로 조·삼·피·보리·콩이다. 이 중 삼은
의류작물이며 피는 구황(救荒)작물이므로
주된 작물은 조·보리·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농사직설』
에서는 보리→조 윤작법, 보리
→조→휴한의 2년 3모의 윤작이 보편적인 언양 다개제. 수축을 거듭하면서 오늘까지 남아있다
농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콩은 보리를
수확한 후 그 곳에 파종 재배하는 1년 2모작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었다.28) 밭농사
의 이러한 농법은 물론 울산지역에서만 시행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농
사직설』
은 하삼도 지역‘각 고을의 농사 경험이 풍부한 자들’
의 경험을 토대로 엮은
책이니 울산지역의 농법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3. 울산농민의 부담
조선전기의 농민들은 전세·요역( 役)·군역(軍役)을 부담하였고, 이와 함께 공
물(貢物)·진상품(進上品)을 납부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도가 미비하여 소경영 농민
에게는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파산하여 유이(流移)하는 경우
가 많았다. 울산지역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었다. 이하 차례로 이를 살피기로 한다.
1) 전세
전세는 토지를 소유한 농민이 납부하는 소출의 일부이다. 이를 전조라고도 한다.
앞에서 본대로 과전법 하에서는 토지 1결 당 논에서는 조미 30두, 밭에서는 잡곡 30
두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이것은 수확량의 1/10에 상당하는 것이다. 이 중 잡곡은 과
전법 논의 과정에서 밭에서의 전조가 콩
［黃豆］
이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콩이 주종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이 1/10 수조율은 정상적인 작황일 때의 규정이며, 매 해의 작황에 따라 조정되었

28) 이영훈, 1994,「조선전기의 토지소유와 농업경영」
,『한국사』7, 한길사, 270～2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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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흉년에는 전조 감면이 필수적이었다. 이를 손실(損實)에 따라 전조를 감면
한다 하여 수손급손(隨損給損)이라 한다. 과전법에는 전체 작황을 10분(分)으로 하
여, 1분의 재손(災損)에 따라 1분씩 전조를 감면하되 8분의 재손에 이르면 모두를 면
제하게 되어있다.29)
이 수손급손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작황을 현지의 전답에서 점검하는 작업을 선
행해야 하는데, 이를 답험손실(踏驗損實)이라 하였다. 답험손실은 1차로 수령( 울산
군수·언양현감)이, 2차로 관찰사가 파견한 위관이, 3차로 관찰사가 직접 답험하는
관답험(官踏驗)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무책임자는 수령이 위임한 토착향리였으니,
따라서 답험은 수령과 향리의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많았다.
이리하여 태종조부터 재지사족을 위관으로 삼아 답험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역
시 재지품관이거나 향리출신자들이어서 공정한 답험을 기하기 어려웠다. 이들의 심
증에 의한 답험은 세력이 없는 농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부담을 가중시켰다. 예
를 들면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풍년이라 하여 전조를 감면하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
다. 울산지역에서 이러한 상황의 구체적 사례는 사료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그 개
연성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수취한 전세는 고을의 읍창(邑倉)·군자창(軍資倉)에 납부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서울의 경창(京倉)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경상도지리지』
에는‘도내의 조세
는⋯전에는 김해 불암창, 창원 마산창, 사천 통양창 등 세 곳에 수송, 납부하여 충청
도 전라도 해안을 따라 조운(漕運)하여 경창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해로(海路)가 위
험하여 갑신년(태종 3년 : 1403)에 조운을 폐지하고 육로로 수송하는 법을 세워 충
청도 충주의 경원창에 납부하기로 했다’하였다.30) 즉 태종 3년까지 울산·언양의
전세는 김해 불암창까지 수송했던 것이다.
이후의 육로 수송은『경상도속찬지리지』
에‘공세(貢稅)는 육로로 수송해서 문경의
초점(草岾)을 넘어 충주 가흥창(可興倉)에 납부하고, 여기서 선박으로 실어 서울에
도달한다’하였고, 같은 책 언양현조에도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여기의 가흥창은
경원창의 새로운 명칭이다.
즉 경상도에서는 충청도의 가흥창까지 수송해야 하고, 여기서부터는 수군이 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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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漕運船)으로 남한강의 수로를 따라 경창에 납부하게 되어 있다.『경국대전』
에는
‘충청도와 경상도의 전세는 가흥창에서 거둔다’하였다. 다시『경상도지리지』
에는
가흥창까지의 일정이 울산 9일, 언양 8일이라 하였다.31) 울산지역 농민들은 문경 새
29)『고려사』권 78, 식화지 1, 답험손실.
30)『경상도지리지』총론.

재를 넘어 남한강 상류인 충주 가흥창까지 전세를 직접 수송하는 고역을 감당했던
것이다.
2) 요역
요역은 국가나 지방관부가 부정기적으로 농민의 노동력을 징발하는 노동력 수취
를 말한다. 이것은 역역(力役)·부역(賦役) 혹은 잡역(雜役)·잡요(雜 )라고도 한다.
요역은 그 부담이 과중하여 조선전기 자영농민의 몰락과 분해를 촉진하는 중요한 원
인이 되었다.
요역제는 고려 이래 인정(人丁)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계정법(計丁法)을 시
행하였으나, 세종 초기에 소유 토지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계전법(計田法)이
정착되었다. 계전법은 성종 2년(1471에
) 구체화하여 요역을 상례요역(常例 役)과
별례요역(別例 役)으로 나누고, 전자에는 전 8결당 한 사람의 역부를, 후자에는 전
6결당 한 사람의 역부를 차발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이때 상례요역으로는 경장빙
(京藏氷)·철물취련(鐵物吹鍊) 등 10종, 별례요역으로는 축성(築城)·운미(運米) 등
11종이 지정되었다.32) 이 규정은『경국대전』
에 전 8결에 한 사람의 역부를 차발하여
1년에 6일 한도로 사역하기로 다시 규정되었다.33)
울산지역 농민이 담당한 요역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였지만 크게 전세미 수송,
공물 진상물의 생산과 수송, 각종 토목공사 등으로 나누어진다. 전세미 수송은 전세
납부와 관련하여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다. 공물과 진상물의 생산과 수송은 해당 항
목에서 서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축성 및 지하자원 채취, 제련과 관련된 요역을 살
펴보기로 한다.
국방과 관련된 성(城)은 주로 군인들이 축조를 담당하였으나 읍성은 주로 고을 농
민과 군인들을 동원하여 축조하였다. 여기의 군인은 군역을 수행하고 있는 해당 고
을의 농민이므로 읍성은 결국 농민들의 요역으로 축조하는 것이다.
태종 16년(1416에
) 울산군 읍성을 축조하였으나 두어 달이 못되어 무너지고 말았
다. 이때 축성을 감독한 울산군수 전시귀, 언양현감 김사제 등이 직첩(사령장)을 회수
당하는 처벌을 받았다.34) 이 축성에 동원된 인력은 물론 울산의 농민들이었다.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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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경국대전』호전 조전 ;『경상도지리지』총론.
32)『성종실록』권 9, 성종 2년 3월 임진.
33)『경국대전』호전 요부.
34)『태종실록 』권 32, 태종 16년 10월 무진.

군의 읍성은 성종 8년(1477에
) 완성되었는데, 높이 15척, 둘레 3,639척이었다.35) 언
양현에서도 문종 원년(1451에
) 본래의 토성 1,427척에다가 1,000척을 더하여 쌓았는
데,36) 연산군 6년(1500에
) 석재로 개축하였으니, 높이 13척, 둘레 3,064척, 여장
834첩이었다.37) 이 축성에 동원된 인력도 물론 울산·언양의 농민들이었다.
군역은 16～59세의 양인 장정이 호수(戶首)로서 현역에 복무하는 정군(正軍)이 되
거나, 정군을 경제적으로 보조하는 봉족(奉足)이 되어 교대로 근무하는 일이었다.38)
그러나 조선전기에는 이들이 수시로 국가적 토목공사에 동원되어 군역이 요역으로
변질해가고 있었다.
세종 3년(1421) 12월에 각도의 군사 32만 2,400, 공장(工匠) 2,211명을 40일간의
식량을 지참하게 하여 도성을 수축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경상도 군인 8만 7,368
명이 포함되었다. 동원된 군인들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병든 자가 속출하였
다. 이에 왕명으로 창고의 곡식을 내어 구료하였지만 전염병이 돌아 축성 도중에, 혹
은 귀가 후에 죽은 자가 많았다. 축성 중에 죽은 군인만도 872명이나 되었다.39)
울산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축성에 동원된 경우도 있었다. 이때 아버지가
죽어 아들이 시체를 업고 돌아오면서 길에서 조석으로 자기 먹는 밥으로써 제사지내
고, 고향에 돌아와서 비로소 장사지냈다 한다.40) 요역으로 인한 장거리 여행과 위험
한 노동현장, 그리고 숙식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농민의 고통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지하자원 채취와 제련도 고역이었다. 세종 27년(1445에
) 국왕이 경상도감사에게
유시하여‘울산군 동북쪽 산에 쇠가 나는데, 파서 취련하면 수철이나 정철이 된다
하니 조사하여 아뢰라’하였다.41) 바로 달천리 철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동철
은 암석에 섞여있어 파내기가 매우 어렵고, 취련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감당하기 어
렵다’하였으니,42) 철의 채취와 제련 요역에 많은 고통이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확인되는 지하자원 채취를 위한 울산지역 농민의 요역은 염초 제조, 잡황석
채취,43) 심중청·토청·삼청·채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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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성종실록』권 85, 성종 8년 10월 계해.『신증동국여지승람』울산군 성곽조에는 성종 10년에 축조했다고
되어 있지만 이는 잘못이다.
36)『문종실록 』권 9, 문종 원년 9월 경자.
37)『언양읍지』1919, 권 1, 성곽.
38) 육군본부, 1968,「근세조선전기 군사제도의 성립」
,『한국군제사』27쪽.
39)『세종실록』권 13, 세종 3년 10월 무오 ; 12월 기해 ; 같은 책, 권 15, 세종 4년 2월 경술.
40)『세종실록』권 15, 세종 4년 2월 갑인.
41)『세종실록』권 108, 세종 27년 5월 임오.
42)『문종실록』권 8, 문종 원년 6월 계미.

3) 공납
공납(貢納)은 전세 이외에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산물과 수공업품인 공물(貢物)을
농민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제도이다. 유통경제가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왕실
및 중앙 각 관부의 소용물품 조달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공납은 공물
의 분정(分定)과 수납에 대한 법제가 완비되지 않은 채 지극히 모호한 기준으로 운용
되었다. 또한 생산과 수송에 따른 요역도 부과되어 농민들에게는 전세보다 오히려
큰 부담이 되었다.
공납은 크게 공물과 별공(別貢)으로 구분하고, 공물은 다시 전공(田貢)과 토공(土
貢)으로 구분한다. 전공은 전세를 대신하여 토산을 납부하는 포·곡물 따위로 전세
조공물(田稅條貢物)이라고도 한다. 토공은 각 지역의 특수한 산물이며, 꿀·기름·
과일·어물 등 식품과 짐승가죽·수공업품 등 생활용품, 그리고 철·동 등 지하자원
이 주류를 이루었다. 한편 별공은 국왕·왕비의 탄신일 등 특별한 날에 임시로 부과
하는 공물이다.
공납은 왕조 초기부터 토지의 산물 혹은 각 고을 전결수에 따라 정한다고만 했을
뿐 자세한 분정기준이 없었다. 각 고을에 분정된 공물은 다시 수령의 책임 아래 소유
전결을 기준으로 개별 민호에 분정되었다. 수령은 관내에 분정된 공물을 농민으로부
터 거두어들이거나 농민의 요역으로 수집하여 중앙의 각 관부에 납부하였다. 서울까
지의 수송은 물론 농민들이 요역으로 담당하였다. 향리는 공리(貢吏)로서 수납의 실
무를 담당하였다. 울산과 언양의 공물 내역을 보면 <표 3, 4>와 같다.
표의 토공·토산공물·토산은 모두 공물이다. 공부는 전세조공물을 말하고, 세공
은 특히 철 등 지하자원류 공물을 말한다. 울산 언양 모두에 꿀·버섯 등 산에서 채
취할 수 있는 식품과, 사냥으로 구할 수 있는 삵가죽·노루가죽 등 피류(皮類), 그리
고 은어·황어 등 민물고기류가 부과되어 있다. 울산은 바다에 연해있어 미역·김·
청각·전복포·말린조개·홍어 등 해산물류가 부과되어 있는 것이 언양과 다르다.
또 세공으로 울산과 언양 모두에 정철이 부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신증동국여
지승람』
에 따르면 울산의 토산으로 수철이 있고, 언양 토산으로 정철이 보이니, 여
기의 세공은 이를 근거로 한 것이다.
전세조공물은 본래의 전세인 미와 잡곡을 대신하여 정부와 왕실에서 필요로 하는
특수한 물산으로 수취한 공물을 말한다. 목면, 저포, 정오승포 등 포류(布類)와 백미,
43)『세종실록』권 19, 세종 5년 정월 신묘 ;『세조실록』권 20, 세조 6년 6월 임술 ; 같은 책, 권 34, 세조
10년 9월 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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멥쌀, 상중미 등 미곡류가 그것이다. 이들 물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산이
면서도 공물로서는 항상적인 수취가 쉽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전세로 부과한 것이다.
백성들은 이들 공물을 생산하기 위한 요역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신증동
국여지승람』
에 따르면, 언양의 고미
［苽］
는 서울의 적전(籍田)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로서 적전고(籍田苽)라고도 하였다. 적전고는 겨울에 파종하고 4월에 수확하여 바치
는데, 재배방법이 너무 어려워 성종조에 공납을 혁파했다고 한다. 고미가 어떤 종류
의 작물인지, 그 재배방법이 왜 어려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언양 농민들이 이를 생
산하여 바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공물생산에 따른 요역의 어려
움은 납부 품목의 거의 모두에 걸쳐 있었다.
<표 3> 울산의 공물내역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지리지

경상도속찬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토공(土貢)

꿀(蜂蜜) 밀(黃蠟) 옻칠종이(漆紙) 가는대(篠) 왕대() 여우가죽(狐皮) 삵가죽(狸皮) 노루
가죽(獐皮) 물고기껍질(魚皮) 점찰어껍질(占察皮) 지치(芝草) 작설차(雀舌茶) 말린죽순(乾
竹 ) 표고버섯( ) 바닷말(吾海曹) 미역(藿) 참가사리(細毛) 김(海衣) 청각(靑角) 전복
(全鮑) 말린조개(乾蛤) 홍어(洪魚) 흑백바둑돌(黑白碁子)

공부(貢賦)

목면(木綿) 저포(苧布) 정오승포(正五升布) 솜(常綿子) 백미(白米) 멥쌀(更米) 상중미(常中
米) 조미( 米) 좁쌀(田米) 참밀(眞麥) 콩(太)

토산공물
(土産貢物)

꿀(淸蜜) 촉밀(燭蜜) 참기름(眞油) 들기름(法油) 표고버섯( ) 말린죽순(乾竹筍) 바닷말
(吾海草) 미역참가사리부레풀(魚膠) 점찰어껍질물고기껍질(魚皮) 전복말린조개홍어
옻(全漆) 모칠( 漆) 정철(正鐵) 수철(水鐵) 종이바탕(紙地) 말린돼지고기(乾猪) 노루가
죽(熟獐皮) 삵가죽여우가죽(狐皮) 개암(榛子) 돼지털(猪毛) 지치목기(木器) 가는대왕대
도기(陶器) 바둑돌김청어(靑魚) 작설차

세공(歲貢)

정철(正鐵) 479근

토산(土産)

모시(苧) 수철(水鐵) 마류석(瑪瑠石) 심중청(深中靑) 죽전(竹箭) 차(茶) 점찰어(占察魚) 황
어(黃魚) 연어( 魚) 대구어(大口魚) 복어(鰒) 홍합청어홍어상어( 魚) 해삼(海蔘) 굴(石
花) 은어(銀魚) 고등어(古刀魚) 방어( 魚) 해달(海獺) 바닷말(烏海藻) 표고버섯(香) 김
미역백복령(白茯 ) 우무(牛毛) 전어(錢魚) 꿀방풍(防風) 천문동(天門冬) (신증)왜저(倭
楮) 낙지(絡蹄) 문어(文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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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언양의 공물내역
세종실록
지리지
경상도
지리지

토공(土貢)

꿀밀옻칠종이(漆紙) 지치말린죽순석이버섯(石茸) 인삼은어노루가죽사슴가죽(鹿皮)
삵가죽수달가죽(水獺皮)

공부(貢賦

목면저포정오승포점갱미(粘更米) 상중미(常中米) 조미( 米) 콩꿀참기름(眞油)

경상도
지리지
경상도속찬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람

토산공물
(土産貢物)

꿀들기름(法油) 개암조(黃粟) 말린죽순석이버섯(石茸) 옻(全漆) 지치종이바탕(紙地) 은
어사기(沙器) 목기말린돼지고기(乾猪) 인삼삵가죽수달가죽사슴가죽노루가죽

세공(歲貢)

정철409근

토산(土産)

철(鐵) 표고버섯(香 ) 송이버섯(松 ) 꿀(石淸蜜) 지황(地黃) 고미(苽) 은어황어(黃魚)

위의 각종 물산 중 곡류를 제외한 식품류와 피류는 특별히 진상이라 부른다. 진상
은 왕실의 식생활과 의생활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과한 식품류와 피류가 대종을 이
룬다. 꿀, 인삼, 어물, 버섯과 노루가죽, 사슴가죽 등이 그것이다. 이들 물산은 채취
가 어려워 가령 꿀과 인삼은 깊은 산에서 채취해야 하며, 사슴가죽도 깊은 산속에서
사냥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다. 중종 29년(1534) 울산에 바닷물이 붉어지는
［赤水］현상이 있어 고기가 저절로 죽어갔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국왕은‘어물은
독이 없음을 확인하고 진상하라’하였다.44) 여기서 어물은 날것을 진상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공물은 수송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경국대전』
에는‘전세는 다음 해 6월까
지, 공물은 다음해 2월까지 상납해야 한다’하고,‘제향(祭享)진상과 절물(節物)은
모두 때에 맞추어 상납해야 한다’하였다.45) 공물은 전세보다 4개월이나 앞서 상납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제향진상은 국가적 제사에 필요한 제수(祭需)를 말하거니와,
때맞추어 상납하라는 것은 제사의 시기에 맞추어 진상하라는 뜻이다. 절물은 계절에
맞는 물산으로 주로 어물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공물을 수취하는 중앙 관부의 실무자들은 상인과 결탁하여 공납에 적합한 물산을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수납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상인들은 실무자들과 결탁하여 자
신의 물산을 공리에게 비싼 값으로 팔아 납부하게 하였는데, 이를 방납(防納)이라 한
다. 상인 뿐만 아니고 관리와 고관대작들도 방납을 자행하여 이익을 취하기도 하였
으니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울산에는 세조 4년(1458)
에 군수 정섬(鄭贍)이 공물을 대납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은 사례가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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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중종실록』권 77, 중종 29년 8월 을사.
45)『경국대전』호전 세공.
46)『세조실록』권 11, 세조 4년 정월 을사.

4. 사례, 16세기 언양현 진폐소(陳弊疏) 분석
언양현 진폐소는 언양현감 임훈(林薰)이 고을의 폐단을 제거해 달라고 명종에게
올린 상소문으로서, 16세기 중기 언양현 농민의 실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이다. 이 진폐소에 나타난 양상들은 이웃 고을 울산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었
을 것이다.
임훈은 연산군 6년(1500)에 태어나 선조 17년(1584에
) 사망한 조선 전기의 문신
이다. 경상도 안음 출신으로 본관은 은진이고, 자는 중성(仲成), 호는 갈천(葛川)이라
하였다. 중종 35년(1540)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사직서참봉 등 몇몇 관직을 지내다
가 낙향하였다. 고향에서 80세가 넘은 아버지를 봉양하여 효행으로 정려받은 효자
이기도 하다.
임훈은 이 효행으로 명종 21년(1566) 7월에 6품직 언양현감을 제수 받았다. 이 해
에 10월임에도 불구하고 천둥과 번개가 일어나고, 서경에는 꽃이 피어 열매를 맺는
등 재이(災異)가 일어남에 따라 국왕이 구언(求言)하였다. 임훈은 이 구언에 따라 상
소하였으니 이것이 곧 언양현 진폐소이다. 이 진폐소는 그의 문집『갈천집』
에 실려
있다. 그는 여기서 먼저 언양현의 사정을 말하고, 이어 언양현의 폐단을 6개 조목으
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가 말한 언양현 사정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언양이 현이 된지 오래지만 땅이 좁고 백성이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백성들이 생업에 안주하면서 농사를 지어 족히 전조·공부(공납)·요역을 부담하여
다른 고을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근자에 해마다 흉년이 들고 전염병
이 만연하여 유이하는 자와 죽는 자가 늘어나 60～70년 동안에 농토가 황폐해지고
고을이 텅 비게 되었다. 이리하여 한 마을의 백성이 많으면 20여 호, 적으면 10여 호
에도 미치지 못하여 장차 현으로 존속할 수도 없게 되었다. 지금 살아남은 백성으로
는 비록 지혜가 있는 관리라 하더라도 이전의 읍세를 이루고 백성들의 삶을 보장하
기는 어려울 만큼 잔폐하게 되었다.
그는 오늘날 언양 백성들을 이토록 괴롭게 하는 이유를 우선 여섯 가지로 꼽을 수
있으니, ①수군절호(水軍絶戶) ②기인가목(其人價木) ③진전공물(陳田貢物) ④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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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채(往年陳債) ⑤왕년공포(往年貢布) ⑥진상산행(進上山行)이 그것이라 하였다. 이
하 이 여섯 가지 악폐를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 수군절호

수군절호는 수군의 역을 담당하는 호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수군은 기선군(騎船
軍) 또는 선군(船軍)이라고도 하는 군사로 오늘날의 해군에 해당한다. 이들은 4명의
장정을 1호로 삼아 그 호수가 정군이 되고, 3명이 봉족이 되어 정군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수군은 물과 선박에 익숙해야 하므로 바다에 연
한 고을에 책정되어야 하는데, 이들이 내륙인 언양에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히 부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양에는 수군호 249호에 정군 249명과 봉족 747명 도
합 996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여기 수군 249명은『세종실록지리지』
에 기록된 156
명의 선군에 비하면 93명이나 늘어난 숫자이다. 그 동안 인구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과람한 숫자임이 분명하다. 임훈은 이를‘처음에 정한 액수가 과람하니 당시의 식자
(識者)들이 오늘날이 있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언양현의 수군은 사망 236명, 도망 238명, 60세가 되어 군역은 면제
받은 자 6명, 다른 군역에 이중으로 등재된 자 9명, 도합 489명이 수군역을 수행하
지 못하고 507명이 감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사망한 자와 도망한 자 수군역은 친
척에게 전가되며, 친척도 감당하지 못하면 이웃사람에게 전가되어 다른 사람의 군역
까지 감당하는 자가 4～6명이나 된다 하였다. 수군역의 인징(隣徵)·족징(族徵)이었
던 것이다.
더구나 1호를 이루는 4정 모두가 없는 호가 40호, 3정이 빠지고 1정만 있는 호가
44호나 되었다. 4정 모두가 없는 호는 말할 것도 없고 1정만 있는 호도 장차 군역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현감이 군사를 징발하여 보낼 경우 4정이 모두
빠진 호는 다만‘호가 없어졌다
［絶戶］
’
라는 글자를 써서 보냈고, 군사를 받아들이는
변방의 장수가 이를 책망해도 대답할 말이 없게 되었다 하였다.
2) 기인가목
기인가목은 향리들이 땔나무
［燒木］
·숯
［炭］
·홰
［杻炬］
를 납부하는 역을 수행하지
않는 대가로 납부하는 면포를 말한다.『경국대전』
에는‘⋯경상도는 향리 50명 당 1
명을 기인이라 하고 해마다 번갈아 서울에 와서 공조·사재감·선공감에 땔나무·
숯· 홰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려면 대립가(代立價)로 1개월당
면포 5필을 바쳐야 한다’
고

47)『경국대전』공전 경역리.

되어있다.47) 이

대립가 면포를 가목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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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당시 언양에는 향리가 겨우 11명 뿐인데, 기인은 1명 반(半)이고 가목은 1
년에 130필이나 되었다. 규정에 따른다면 기인이 1/5명 남짓에 1년 가목이 12필 정
도가 알맞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그 10배가 넘는 130필이나 책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유는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향리들이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여러 관속으
로부터 징수하고, 관속인도 지탱하지 못하면 백성들로부터 징수를 한 것이다. 향리
로부터 가목을 징수하는 본래의 뜻과는 달리 농민들에게 전가되고 있었던 것이다.
3) 진전공물
진전공물은 농사를 짓지 않고 묵힌 땅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을 말한다. 언양현
의 전세조공물은『경상도지리지』언양현 공부조의 목면·저포·정오승포·점갱
미·상중미·조미·콩·꿀·참기름 등이다. 그런데 명종 7년(1552)에 묵힌 전답에
서 전세를 징수하면 민원이 일어난다 하여‘수목이 무성하도록 오랫동안 묵힌 전답
에서는 전세를 면제’
하기로 하였다.48) 이때 언양현은 458결의 전답이 이에 해당하
여 전세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면제된 것은 세미(稅米)일 뿐 전세조공물은 그대로 부과되었다. 다 같이 묵
힌 땅에서 세미는 면제되고 전세조공물이 면제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일이었다. 임
훈은 이를 담당 관리가 사리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더구나
부당한 것은 백성들이 납부하는 전세조공물은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서만이 아니고
이미 유망하여 절호가 된 농민이 부담해야할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었다. 인징·
족징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4) 왕년진채
왕년진채는 해가 지나서도 갚아야 하는 환자
［還上］
를 말한다. 환자는 세종 5년
(1423)부터 자영 소농민층의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춘궁기에 정부가 비축한 곡
식을 식량이나 종자로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제도이다. 흉년에 백성들이 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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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거나 뿌릴 씨앗이 없으면 자영 소농민들이 몰락하여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
문이었다. 이를 의창(義倉)이라고도 하였다.49)
48)『명종실록』권 13, 명종 7년 정월 갑신조에 명종이 진전 면세를 명한 기사가 있다.
49)『세종실록』권 86, 세종 21년 7월 정묘조에 언양현감 양봉명의 부임에 즈음하여 국왕이‘의창을 잘 운영
하여 빈궁한 백성을 진휼하라’
고 당부한 기사가 있다.

환자는 본래 이식을 붙이지 않고, 나누어 준 본수만큼 같은 종류, 같은 상태의 곡
식을 수납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제적 처지가 열악한 농민들로서는 평년에도
환자를 갚는 일이 쉽지 않았고, 더구나 흉년이 들면 사실상 갚을 길이 없었다. 이에
따라 각 고을마다 납부하지 못한 환자가 해마다 누적되고 있었다.
언양현의 경우 2년 동안 갚지 못한 환자가 1,000여 석에 이르고 있었다. 임훈은
언양 농민들이 작년에 살아남은 자가 금년을 넘기지 못하고, 혹시 살아남은 자도 한
번 흉년을 만나면 도무지 환자를 갚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 언양의
토지는 황무지화한 것이 많고 경작하는 것은 적어 농사를 짓지 않는 자가 더 많아 금
년 환자도 갚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지난 한 해의 갚지 못한 환자는 300석이 채 못
되지만, 100석을 채우려 해도 친척에게 거두어야 하고, 친척도 갚지 못하면 전지를
팔아야 하며, 전지를 팔게되면 장차 유망하여 가족이 흩어지는 길뿐이어서 부득이
수십 석만 납부할 수밖에 없다 하였다.
5) 왕년공포
왕년공포는 언양에 거주하는 각사노비(各司奴婢)들이 납부하지 못한 지난해의 신
공포(身貢布)를 말한다. 각사노비는 중앙의 각 관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농업 등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이다.50) 세종 29년(1447에
) 언양의 전
농시 비(婢) 선비(善非)가 간부(姦夫)와 함께 남편을 죽여 처형된 기록이 있다.51) 여
기의 선비가 바로 전농시라는 관부에 소속된 각사노비이다.
이들은 각자의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상태는 양인과 다름없는 자들
이다. 다만 신분이 천인이므로 소속된 각 관청에 나가서 일정기간 노역(奴役)에 복무
하고, 노역에서 벗어난 기간에는 신공을 납부해야 하였다.『경국대전』
에는‘외거노
비는 선상(選上)과 잡고(雜故)를 제외하고는 16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는 모두 사섬
시에 신공을 바친다. 신공은 노는 면포 1필과 저화(楮貨) 20장, 비는 면포 1필과 저
화 10장이다’하였다.52) 여기의 외거노비는 지방에 살고 있는 각사노비, 선상은 소
속 관청에 나가 복무하는 일, 잡고는 사망·질병 등을 말한다.
당시 언양현의 각사노비는 숫자로는 200여 명에 이르렀지만 실제로는 유망한 자
가 태반이었다. 그러므로 선상하는 자를 차출할 때는 자신이 해당자라고 하는 자가
50) 송수환, 1996,「조선초기 각사노비와 그 경제적 처지」
,『한국사연구』92, 한국사연구회.
51)『세종실록』권 109, 세종 27년 7월 을유.
52)『경국대전』호전 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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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없어 친척을 차출하는 형편이었다. 신공을 거둘 때도 이들이 현청에서 3～5일
거리에 살고 있어 때맞추어 징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지난 30여 년간 부과
된 신공이 100동(同)이나 되었고, 그 중 납부하지 못한 것이 50여 동이나 되어53) 민
원을 일으키고 있었다.
6) 진상산행
진상산행은 진상품을 채집·사냥하기 위해 산 속을 뒤진다는 뜻이다. 여기서 임훈
이 말하는 진상품은 말린 사슴고기인 녹포(鹿脯)이다. 옛날 언양에 인구가 자못 많을
때 남해현에서 납부하는 녹포 2근이 옮겨 정해졌던 것이다.54) 이 녹포 진상은 삭선
(朔膳)이라 하여 1개월에 한 번씩 납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개월 당 1회 진상은
서울과 멀리 떨어진 언양으로서는 매우 잦은 편이었다. 정월에서 섣달까지 연속해서
납부해야 하는가 하면, 한 달에 두 번 납부해야 하는 수도 있다 하였다. 그나마 언제
인가 양이 더 늘어나 1년에 봉진해야 하는 양이 모두 146근이나 된다 하였다.
이리하여 한번 봉진하면 다음 봉진이 임박하는데, 그나마 사슴은 쉽게 포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언양 농민들은 산에 오르지 않는 날이 거의 없어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인구가 많은 고을에는 사슴 포획을 오로지 담당하는 재인·백정이 있었지
만, 언양에는 이들도 남아있지 않아 농민들이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고 사냥에 전념
해야 하는 형편이었다. 향리들은 삭선 봉진은 빠뜨릴 수 없다고 하니 수령으로서는
피폐한 농민들을 산 속으로 몰아넣어 사슴 포획을 독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 16세기의 언양은 농민들이 몰락해 가면서 잔폐한 고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16세기는 소농민들이 국가에 대한 과중한 부담, 왕실과 관인들
의 탐욕으로 몰락해가던 시기로 알려져 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전세 부담보다는 부
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공납과 군역·요역 등 신역, 그리고 항상적으로 악순환하
는 환자 등에 있었다. 환자를 갚기 위해 전지를 팔아야 한다는 언양 농민들의 몰락현
상은 위의 여러 현상에서 환자 독납이 겹쳐서 일어난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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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동은 50필이다.
54) 중종 8년(1513과
) 13년(1518에
) 남해의 녹포를 줄이던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정하거나, 노루포
［獐脯］
로
대체하려는 논의가 있었다(
『중종실록』권 19, 중종 8년 10월 신유 ; 같은 책, 권 34, 13년 11월 갑진). 이
후 어느 시기엔가 언양에 녹포 2근이 옮겨 정해졌음을 알 수 있다.

가령 중종 원년(1506) 경주부윤 조숙기(曺淑沂)는 한 뙤기의 땅과 한 구 노비도 없던
인근 언양과 청도에서 널리 농장을 점거하고 큰 집을 지었다 하였다.55) 농민의 몰락
을 틈타 권세를 이용하여 부를 축적했던 것이다. 울산에서도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중종 28년(1533)에 사간원이 전 울산군수 황여헌(黃汝獻)의 술책으로 농어
민의 전답을 빼앗은 것이 많다고 탄핵하였다.56) 그의 술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
만 농민들의 토지가 권세 있는 관인의 소유로 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선전기 울산지역은 농업지대였다. 여기에는 대토지소유자, 중소토지소유자 그
리고 무전농민이 혼재하면서 벼·보리·콩·조 등을 주곡으로 경작하고, 삼 등 의류
작물도 재배하였다. 농법은 논농사에서는 벼의 수전직파가 보편적으로 행해졌고, 일
부 지역에서는 이앙법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밭농사는 보리와 조를 윤작하거나 2년
3작하고, 콩과 보리를 이모작하는 농법이 보편적이었다.
울산지역의 자영농민들은 당시의 과전법체제라는 국가적 경제체제에 편입되어 전
세·요역·공납을 부담하는 한편 양인 장정은 군역을 부담하였다. 이 중 요역· 공
납·군역은 농민들에게 전세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16세기 언양진
폐소에 나타난 사례로 보아 이 부담으로 인하여 몰락, 유망하는 농민이 많았음을 유
추할 수 있다.
자영농민의 몰락은 세력 있는 관인 사족층이 부를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다. 16세
기에는‘외방의 양인들은 역이 고달파서 몰락하고, 오늘날 전지를 가진 자는 사족
뿐’
이라거나57)‘땅 가진 자는 부상대고이거나 사족 뿐’
이라는58) 다소 과장된 기록
이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리하여 울산지역의 농민들은 피폐해 갔다. 1871년의 언양현 3개면 양안(量案,
토지대장)을 분석한 결과 0～25부의 영세한 토지소유자가 전체의 70% 전후의 압도
적인 비중으로 나타났다 한다.59) 언양과 인접한 울산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었을 것
이다. 이것은 16세기적 양상이 장기적으로 진척된 데다 왜란의 후유증, 조선후기 삼
정의 문란이 겹쳐 일어난 농민의 몰락 현상인 것이다.
<송수환,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55)『중종실록』권 1, 중종 원년 11월 신묘.
56)『중종실록』권 74, 중종 28년 4월 갑술.
57)『중종실록』권 64, 중종 23년 11월 신축.
58)『중종실록』권 75, 중종 28년 7월 을묘.
59) 이영훈, 1988,「언양호적을 통해 본 주호-협호관계와 호정의 운영상황」
,『조선후기사회경제사』
, 한길사, 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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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선전기 군사제도와 병영·수영체제

조선시대에 울산은 국방체제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즉 경상좌도 병마절도
사영(兵馬節度使營, 이하 병영)이 거의 전기간에 걸쳐 자리잡고 있었고, 한때는 경상
좌도 수군절도사영(水軍節度使營, 이하수영)도 설치되었다.
이러한 병영이나 수영은 도(道)를 단위로 설치되는 군영으로 도의 주진(主鎭)이었
다.『경국대전』
에 나타난 지방행정조직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그 아래에 330의 대
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의 읍(邑)을 두어, 도의 관찰사가 각 읍의 수령을 통
할토록 하는 것이었다. 정령(政令)은 중앙의 6조로부터 감영(監營 : 관찰사)으로, 감
영으로부터 각 읍(부윤, 부사, 현감 등의 수령)으로 전달, 집행되었다. 이와 같은 지
방통치제제의 발달은 조선의 집권화를 더욱 촉진시켰는데, 이것은 한편으로 군사제
도의 성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라고 하면 군역(軍役)제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체제를 포
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군역은 국역(國役)의 하나로서 양인(良人)이상 신분의
16～60세 남정(男丁)을 대상으로 하여 국방의 의무를 부과한 것이었다. 그 입역(立
役) 형태는 크게 정군(正軍)과 봉족(奉足)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정군은 말 그대로 군
사로서의 역할을 번상(番上)이나 부방(赴防) 또는 유방(留防)의 형태로 복무하는 것이
고, 봉족은 군사로서가 아닌 재정적 부담을 지는 보(保)의 역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조선전기에는 군역수취 대상을 철저히 파악한 기반 위에 중앙의 5위(衛)와 지방의
진관체제(鎭管體制)로 연결되는 전국적 군사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리하여 각 도
에는 병사(兵使)와 수사(水使)가 1명 또는 2명씩 파견되어 당해 도의 진관체제상 주
진(主鎭)의 주장(主將)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병사와 수사 가운데 도별로, 한
사람씩은 관찰사가 겸임하였고, 도에 따라서는 이 겸임관만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상도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 전임의 병·수사가 각 2명씩 파견되었다. 울산에는
경상도의 좌병영과 한때는 좌수영도 함께 설치되어 전임 병·수사가 파견된 국방 최
일선의 기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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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전기의 군사제도
1) 중앙군제의 정비와 오위(五衛)체제의 성립1)

조선초기의 군사제도는 여말선초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 정치권력관계의 변화와
국가의 집권화 과정 등과 관련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태조 즉위(1392) 초에 고려
의 8위(衛)에 의흥친군좌위와 의흥친군우위를 합하여 10위를 공식적 중앙군으로 삼
았다. 그러나 8위는 이미 관료체제의 일부로 바뀌어 형태만 남아 있었으므로 실질적
인 군사력은 위의 의흥친군위(좌·우 2위)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성계가 고
려말 창왕 즉위 초에 도총중외제군사부(都摠中外諸軍事府)의 책임을 맡아 병권을 장
악했을 때, 그 핵심병력은 휘하의 사병(私兵)적 친병(親兵)이었는데, 태조 즉위 다음
날 이 기구를 혁파하고 설치한 것이 의흥친군위이다.
이와 더불어 태조는 종친·훈신의 사병적 성격을 가진 시위패(侍衛牌)를 그 초출
(抄出)과 번상에 도평의사사의 허락을 얻도록 하고, 전병자(典兵者)의 수를 왕자 3인
을 포함한 8인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사병 정리를 시도하였다. 이제 신왕조의 개혁
중 군사에 관한 것은 본격적으로 중앙군을 국가적 체제아래 재편성하는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태조 2년(1393) 9월에 이성계 자신이 도총제사로 있던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
府)를 바꾸어 의흥삼군부를 설립하고, 이 의흥삼군부가 10위는 물론 각지방의 번상
군사들도 통할하는 등 군사 전반에 걸친 강력한 통어권을 갖게 하였다. 의흥삼군부
는 군령(軍令)기관으로 출발하였으나 군정(軍政)기관의 성격도 겸하면서 군사에 관
한 모든 사항에 감독, 지휘권을 가져 도평의사사와는 별도로 군·병사에 관한 독립
적인 기구가 되었다.
다음해(1394) 5월에는 판의흥삼군부사 정도전(鄭道傳)의 주장에 따라 10위의 명
칭을 고쳐 10사(司)로 하고 3군에 분속시켰다. 즉 의흥친군좌위는 의흥시위사로, 의
흥친군우위는 충좌시위사로, 응양위와 금오위는 각각 웅무시위사, 신무시위사로 고
쳐 중군절제사에 속하게 하였다. 다른 6위도 각각 용양·용위·용무순위사와 호
분·호익·호용순위사로 고쳐 좌군과 우군에 분속시켜 궁궐의 시위나 도성의 순작
(巡綽) 임무를 부과하였다.
아울러 시위패에 대하여도 통솔관계 등을 명확히 하면서, 진법(陣法) 훈련의 강화
를 통하여 사적 영속관계, 즉 사병적 성격을 약화시켜 나갔다. 태조 7년(1398에
) 시
위패를 위주로 하는 사병혁파론이 제기되어 부분적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병의 본격적인 혁파는 2차에 걸친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정치권력 관계가 변화한
정종 2년(1400) 4월에 대사헌 권근(權近) 등의 상소로 단행되었다. 이로 인하여 조

1) 조선전기 중앙군제의 정비, 성립과정은 육군본부, 1968,『한국군제사』
(조선전기편)을 주로 따랐다.

조
선
전
기

465

선왕조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군제정비에 한 획을 그으면서 새로운 단
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사병의 혁파에 이어 갑사(甲士)가 복립되었다. 이에 따라 10사의 임무에도 변동이
생겨 태종 9년(1409) 10월에 종전의 4시위사·6순위사를 9시위사·1순위사로 바꾸
었다. 그리고 친위병적 성격을 갖는 갑사·별시위·내금위·내시위 같은 병종을
신· 증설하였으니, 종래 순찰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을 시위 중심으로 바꾸었다고
할 수 있다. 태종 즉위 이후의 이러한 중앙군 정비는 금군(禁軍) 기능을 강화하는 방
향이었다 할 것이니, 곧 왕권의 강화, 안정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태종 18년(1418에
) 태종이 세종에게 전위하면서 10사가 12사로 확대되었다. 이는
병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왕 태종과 새 임금인 세종 두 왕을 분담해서 호위해야 하는
필요성과 연관된 듯하다. 세종 4년(1422에
) 태종이 승하하자 곧바로 10사로 환원된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갑사의 정원 축소와 갑사직의 체아직화 현
상, 그리고 다른 여러 병종이 10사에 보충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세종 27년(1445에
) 10사는 다시 12사로 바뀌는데, 이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무렵 중앙군의 병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종 30년(1448의
) 중앙
군 증강내용을 보면, 갑사가 4,500명에서 7,000명으로 증원되었고, 별시위·방
패·섭육십·근장·총통위 등의 병종 합계 1만 6,800이던 것이 2만 8,000명으로
크게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조선 초의 군역 대상자가 인구의 증가
와 은정(隱丁) 수괄에 따라 고려말에 비해 현저히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 하겠다.
이와 함께 보다 중요한 변화라고 판단되는 것은, 세종 22년(1440) 2월에 갑사
3,000명을 증원하면서 나타난‘상번해서 숙위하는 병(兵)이 하번해서는 적을 막는
용사가 된다’
는 원칙이다. 종래 갑사가 하번했을 때 통제없이 특권층으로 행동하였
던 데 반해, 이제는 거주지 부근 영진(營鎭)의 군적에 올라 국방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건국 후 반세기를 지나면서 수취제제의 정비, 호적법의 확립 등
제도적 발전 속에서 증강된 중앙군은 짧은 기간 동안 상경숙위한 후에는 긴 시간 동
안 지방군에 속하여 국방일선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문종 원년(1451에
) 12사는 다시 5사로 바뀌었다. 12사를 의흥·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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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개혁은 12사의 호군직과 관련된 문제로서 군제에 대한 재검토가 시작됨에서 말
미암은 것이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진법(陣法) 문제가바탕에 있었다고 하겠다.
5사는 5군(軍) 5진(陣) 5위(衛) 등으로 나타나는 진법체제와 맞는 편제이다. 고려
시대에도 전투편성은 전·후·좌·우·중의 5군으로 하여 당시의 전투형태인 요새

지에서의 대회전에 임하였던 것이다. 조선 세종 초에 상왕인 태종의 주도 아래 새로
운 진법을 마련하였는데, 바로 5위진으로 몇 차례 훈련을 행하였고, 대열(大閱)을 위
하여 각도의 군사를 5위에 분속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문종은 군정에 관심이 많아
친히 새로운 진법을 편찬하여 5위 25부(部) 100통(統)의 체제로 된 전투편성을 내세
웠다. 말하자면 5사는 전투편성인 5위와 상시의 부대조직인 12사를 연결, 합치시키
려 한 것이다.
이 5사는 다시 세조 3년(1457) 3월에 크게 바뀌었다. 즉‘제색군사는 모두 5위에
분속시킨다’
는 것으로 5사와는 달리 군사를 병종별로 5위에 분속시킨 것이다. 한편
「사」
를「위」
로 바꾸었으나 5위의 명칭은 5사의 것을 그래도 썼으니, 5사가 진법상
편성인 5위에 합일되었다고 하겠다. 이때 시위패라는 병종은 5위에 편입되지 않았
는데, 이것은 세조 5년(1459)에 정병(正兵)으로 개칭된 뒤에 영진군(營鎭軍)과 합속
되었고, 예종 원년(1469의
) 병종 조정 때에 5위에 편입되었다. 이리하여 확정된 5위
는『경국대전』
에 기재되어 조선시대 중앙군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으니, 이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표 1> 5위 편성 현황2)
구분

중부

의흥위(중위):
용양위(좌위):
갑사, 보충대
별시위 대졸
경중부, 개성부,
경동부, 경상도
경기양주, 광주,
대구진관군사
수원, 장단진관군사

우부

강원도강릉, 원주,
양양진관군사

좌부

충청도공주,
홍주진관군사

경주진관군사

진주진관군사

전부

충주, 정주진관군사 김해진관군사

후부

황해도황주,
해주진관군사

호분위(우위):
충좌위(전위):
충무위(후위):
족친위, 친군위, 팽배 충의위, 충찬위, 파적위층순위, 정병, 장용위
경서부, 평안도
안주진관군사

경남부, 전라도
전주진관군사

경북부, 영안도, 북청
잔관군사

의주, 귀성, 삭주진관
군사, 창성, 장주, 방 순천진관군사
사, 인산진군사

갑산진관군사, 삼수,
혜산진군사

성천진관군사

온성, 경원, 경흥진관
군사, 유원, 미전, 훈
융진군사

나주진관군사

영변, 강계, 벽동진관
경성, 부령, 회령, 종
군사, 벽단, 만포, 고
장흥, 제주진관군사 성진관군사, 고령, 동
산리, 위원, 이산, 영
관진관군사
원진군사

상주, 안동진관군사 평양진관군사

남원진관군사

2) 이 표는 앞의『한국군제사』
(근세조선전기편) 87～88쪽에 정리된 것을 인용하였다.

영흥, 안변진관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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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병졸별 분속과 아울러 전국의 각 지방군사별 분속을 볼 수 있다. 이는 전
국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대열(大閱)을 행할 때 각 소속 진관별로 병력을 파악하여 참
가하게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5위는 중앙군을 망라하는 부대조직인 한편 대
열에 대처한 번상군사의 진관별 거주지 파악과 분속이라는 측면에서는 전국적인 훈
련체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렇듯 5위체제는 부대조직과 훈련체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부대편성도 5진법에 따라 졸(卒)→오(伍)→대(隊)→여(旅)로 이어지는 것으로 오는
5명, 대는 25명, 여는 125명이 되고, 각각의 지휘관도 오장(伍長), 대정(隊正), 여수
(旅帥)라 하였다. 그런데 5위는 진법에 따른 전투대형과 같은 것이어서 인원수에 관
계없이 전술한 5위, 각 위 5부, 각 부 4통으로 5위 25부 100통으로 편성되는 것이었
다. 따라서 대가 통을 이루면 5위병력은 2,500이 되고, 여가 통을 이루면 1만 2,500
이 되도록 짜여졌다.
2) 지방군제의 변화와 진관체제(鎭管體制)
중앙군이 친위 금군적 성격을 갖는다면 지방군은 국방 일선군으로서의 역할을 갖
는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중앙에 상비군인 경군(京軍)이 있었고, 지방에는 양
계의 국경지대 둔전병인 주진군(州鎭軍)과 지방행정구역단위로 배치되는 주현군(州
縣軍)이 있었다. 그런데 고려 초기 내지 전기에는 대외적으로 북방관계가 중심이었던
만큼 후방이었던 지방 주현군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후기로 오면서 왜구의 침입이 시작되고, 원과 연합한 일본정벌이 이어지면
서 남쪽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국방력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14세기 중반 충정왕대
부터 왜구의 침입이 심해지면서 경기 이남은 더 이상 후방이 아니게 되었다. 14세기
후반에는 왜구의 침입이 거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어 공민왕 우왕대에는 가장 큰
국방문제로 등장하였다. 전국의 해안지대가 국방선이 되고, 그에 따라 선군(船軍)의
재건 강화와 진수군(鎭戌軍)의 증강이 추진됐다. 특히 전임 도절제사가 임명되는 등
지방군 강화가 이어졌다.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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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는 본래 5도(道)에 전임이 아닌 구전관(口傳官)으로 안렴사를 파견하였는데,
고려사회의 발전과정에서 도의 행정적 기능이 강화되어 가고, 특히 대몽항쟁과 왜구
침입에 대처하는 군사면에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왕 14년(1388에
) 는 안렴사의 질품(秩品)을 높이고 도관찰출척사로 개칭하여 양부
(兩府) 대신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다. 다음 해인 공양왕 원년(1389년
) 에는 마침내 전

임관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조선왕조로 들어서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으나 결국 전임
의 관찰사가 제도화되었으니, 이것은 중앙집권에의 진전과 행정체제의 관료화 촉진
이란 면에서 조선시대 지방제도의 한 특성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군사면에서도 도 단위에 별도의 관리가 파견되었다. 대체로 충정왕대 전후에 도순
문사가 파견되기 시작하였으나 전임이 아니었고, 우왕 때에 원수를 파견하여 각 도
병마를 이끌고 왜구 격퇴에 나섰으나 이 역시 중앙관이었다. 그러다가 공양왕 원년
(1389에
) 마침내 도순문사는 도절제사로, 원수는 절제사로 개칭하고 전임관으로 임
명하였다. 이로써 지방군 지휘 행정이 중앙에서 각도의 도절제사를 거쳐 부·목·
주·군·현 등 각지의 하급 군사단위에 연결되게 되었다.
이러한 군사구역으로서의 도는 조선왕조에도 이어져 태조 2년(1393) 5월 군적(軍
籍) 작성보고에 대한 기록에서 경기좌도·경기우도·양광도·경상도·전라도·서
해도·교주도·강원도의 8도가 군사상 한 단위로 나타나고 있다.3) 다음 해(1394의
)
기록에서는 각도 도절제사의 솔행군관으로 병마사 이하 9명의 직명도 나오지만,4)
도 제도 자체는 아직 온전한 형태를 갖춘 상태에 이르지는 못하였던 듯하다. 그러다
가 태조 6년(1397) 5월에 군사단위로서의 도는 폐지되고 각 도마다 2～4씩 총 15곳
의 진(鎭)을 설치하여 첨절제사가 부근 군의 병마를 통할하며 도관찰사의 감독을 받
게 하였다.5) 아마도 군사의 도 단위 운영이 미숙하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다음 해(1398) 10월에 도절제사는 복설되어 고정된 영(營)을 이루고 직할병력을
갖는 사실상의 도절제사영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되었다. 그러나 행정구역과 같은 구
분을 갖던 도절제사의 도는 태종 9년(1409) 10월에 상주진주도·계림안동도·전라
도·충청도·경기좌도·경기우도·풍해도·강원도·동북면·평양도·안주도의 11
도로 정비되었다.6) 태종 14년(1414에
) 경기좌도와 우도가 합해지고, 이어 동 17년
(1417) 10월에 함길도와 평안도가 정비되어7)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풍
해도·강원도와 아울러 행정구역으로서의 8도가 확실하게 구분되면서 병마도(兵馬
道)도 8도를 기본으로 정비되어 갔다.
한편 태조 6년(1397)의 파도설진(罷道設鎭)에서 연안지역 요새지에 설치되었던 진
은 도의 복설과정에서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고 도절제사가 각 진의 첨절제사를 통
할하게 되었을 뿐이었다.『세종실록지리지』
에 일부 조정된 17진이 나타나는데, 경상
3)『태조실록』권 3, 태조 2년 5월 경오.
4)『태조실록』권 5, 태조 3년 3월 을사.
5)『태조실록』권 11 , 태조 6년 5월 임신.
6)『태종실록』권 18, 태종 9년 10월 을축.
7)『태종실록』권 27, 태종 14년 정월 계사 ; 같은 책 권 34, 태종 17년 10월 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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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경우를 보면, 처음에 합포, 강주, 영해, 동래 4진이던 것이 5개도 가운데 가장
많은 5진으로 증가하였다. 각각의 병력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경상도 연안지역 요새지 현황
구분
내상(도절제사영)
울산진
영일진
동래진
영해진
사천진
도계

계
938
439
381
380
380
349
2,867

영진군(군관)
500
399
301
300
300
300
2,100

수성군
438
40
80
80
80
49
767

이렇게 도절제사의 영과 첨절제사의 진이 정비되어 새로운 지방군으로서의 영군
(營軍)과 진군(鎭軍), 즉 영진군의 성립을 보아 이를 주된 군사력으로 하는 국방태세
를 갖추게 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 수성군(守城軍)이라는 병종이 나타나 일반 농민이
부담하는 군역 형태는 시위패, 영진군, 수성군, 기선군(騎船軍) 등이되었다.
앞의 여러 병종 중에 영진군이 지방 군사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영진군은 시
위패보다는 떨어지지만 마군(馬軍)이었다. 시위패는 중앙에서의 기능이 약화됨에 따
라 그 수가 줄어들었으니, 이를 대신하여 지방의 영진군과 기선군이 증강될 수 있었
다. 수성군은 보군(步軍)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은 봉족도 지급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양적으로도 적어 영진군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영진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지방군체제는 세조 원년(1455에
) 이르러 군익도(軍翼道)
체제로 바뀌는 큰 변화를 보게 된다.8) 군익도는 고려 공민왕 이래의 익군(翼軍)체제
를 이어 동북면과 서북면의 양계에 시행한 군사조직으로, 통주(統主), 백호(百戶), 천
호(千戶)의 지휘계통을 가졌다. 그 지역 안의 모든 인정(人丁)은 군인으로 편성되어
무사할 때는 농사짓고, 적변이 있으면 출정하는 병농일치의 군사조직이었다. 이것은
십진법에 의한 조직의 구성원으로 항상 징발된 상태에 있게 하는 것이니, 고려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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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의 주진군과 비슷한 것이었다.
조선에 들어와서 읍 단위의 각 관마다 좌·우익을 두던 익군조직을 계수관(界首
官)에 해당되는 보다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로 바꾸었다. 동북면과 서북면을
몇 개의 군익도에 분속시키게 되었다.『세종실록지리지』
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평안
8)『세조실록』권 2, 세조 원년 9월 계미.

도의 군익도 편성은 평양도·의주도·영변도·삭주도·강계도의 5군익도인데, 이
중 평양도는 중익(평양부), 좌익(중화군, 삭원군, 삼등현, 순안현, 증산현), 우익(함
종현, 삼화현, 강서현, 용강현)으로 구성하는 식이다.
세조 원년의 조처는 이러한 지방군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는 시위패의 성격변화, 중앙군의 확장과 번차 수 증가 및 하번중앙군의 지방별 파악
으로 이어지는 하번중앙군의 지방군화 등 일련의 변화를 바탕으로 이루어 질 수 있
었다 할 것이다. 군익도의 확대 편성 내용을 경상도의 예를 통해 보면, 우선 경주
도·상주도·성주도·진주도·안동도·대구도의 6군익도와, 영해진·영일진·동
래진·웅천진·사천진의 5진, 그리고 거제·남해의 2독진으로 되어 있다.
울산과 언양이 소속된 경주도와 동래진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주도는 경주
와 영천이 중익이 되고, 양산과 언양이 좌익, 밀양이 우익이 되었다. 동래진은 동래
가 중익이 되고, 기장이 좌익, 울산이 우익이 되었다.
군익도 체제를 확장한 이유는, 종래의 영 진체제에서 진(鎭)을 연해지역에 설치하
였으나, 이 곳이 무너지면 그 다음이 무인지경으로 돌파당하게 되므로 내륙지방에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주변 고을들을 분속시켜 좌·우익을 삼는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군익도체제는 기동성의 제한, 각 단위지역의 독자성 제약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지휘체계상 중익절제사가 좌우익을 통할하게 되어 있지만, 중익에 소
속되는 단위 지역이 여럿이 되는 등의 혼란요소도 있었다.
그리하여 2년 뒤인 세조 3년(1457)에 군익도체제는 진관체제로 바뀌게 된다.9) 먼
저 지역적 인상을 주는 도를 행정구역상의 도와의 혼동을 피하고 군사적 요새지 거
점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는 진으로 바꾸었다. 다음 중 좌·우익의 체제를 바
꾸어 주요한 지역을 거진으로 하고, 거진을 중심으로 병열적 제진(諸鎭)을 설치하여
각자 독자성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주진(主鎭)·거진·제진으로 이어지는 진관체제에서는, 적의 침입에 대하
여 제진이 우선 대적하면서 이어 거진이 나서고, 그 사이에 주진 차원에서 대응하여
전체지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병열적 제진의 독자성과 거진 주진과의 명
백한 상하 지휘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었다. 전지역의 진관 편성으로 한 쪽이 무너져
도 그 후방이 연차적으로 대적할 수 있게 되는 점이 부각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진관체제는 전국적으로 번상·부방이나 유방 등의 형식으로 항상 일정한
군사가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군액(軍額)이 확

9)『세조실록』권 9, 세조 3년 10월 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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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되어야 시행이 가능한 것이었다. 즉, 건국 이래 계속되어 온 군정(軍丁)의 파악과
이에 따른 군사력의 증대가 그 바탕이 되었다. 이어 세조 10년(1464에
) 과거의 시위
패였던 정병과 영진군을 합속하여 정병으로 한 국방병력의 일원화조치도 진관체제
라는 전국의 균일적 국방체제에 상응하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10)
이 진관체제는 수군에도 적용되었으니, 진관 편성은 결국『경국대전』
에 기재되어
전국을 망라하는 국방체제의 근간이 되었다. 각 진관의 병마책임자의 명칭은 세조
12년(1466)의 관제 개혁에서 바뀌어, 도절제사는 절도사, 도절제사 진무는 우후, 단
련사는 첨절제사, 이하 동첨절제사, 절제도위가 되었다.11) 그러나 각 관의 수령이 절
제사 이하를 겸임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그리하여 각도에는 병마절도사가 도
내의 육군을 지휘하였고 그 소재지를 주진으로 하였다. 그 아래 첨절제사가 거진을
단위로 하는 진관의 군사권을 가지고, 말단의 동첨절제사가 제진 이하의 군직을 맡
게 되었다.
병마절도사는 각도에 따라 관찰사가 겸임하는 경우와 겸임 이외에 1인 또는 2인의
전임 병사를 두는 경우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관찰사는 한 도의 책임자로 군사행정
을 장악한다는 점에서 겸임할 뿐, 군사지휘 관계는 주진의 절도사로부터 거진의 첨
절제사로, 첨절제사로부터 제진의 동첨절제사로 연결되는 일원적 계통이 확립되어
있었다.

2. 경상좌병영과 울산
1) 울산에의 경상좌병영 설치
앞에서 본대로 태조 6년(1397) 5월의 파도설진(罷道設鎭)으로 군사도는 없어지고
행정도 단위로 진이 설치되었다. 이 때 경상도에도 4진이 설치되었다. 이 진은 뒤에
조정되어 경상도에는 울산진을 포함한 5진이 설치된 바 있다. 그런데 태조 7년
(1398) 10월에 도절제사 제도가 다시 시행되니, 군사도의 영(營)이 확립되고 지난 해
에 설치된 진도 제도화 되어 영진군을 군사력으로 하는 도절제사에서 첨절제사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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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할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리하여 경상도 병마도절제사는 그 영을 창원에 두고 각 진을 지휘하게 되었
다. 그런데 태종 7년(1407) 9월에 경상도를 좌도와 우도의 군사도로 나누었고, 다
10)『세조실록』권 34, 세조 10년 9월 경오.
11)『세조실록』권 38, 세조 12년 정월 무오.

음 해(1408) 7월에 조원(曺瑗)을 계림안동도 병마도절제사 겸 계림부윤에, 윤자당
(尹子當)을 진주상주도 병마도절제사 겸 판창원부사에 각각 임명하였다. 다음 해
(1408) 8월에 이들을 다시 경상좌도 수군도절제사와 우도수군도절제사를 겸하게
하였다.12)
이로부터 한동안 분할과 합속이 거듭되었으니, 태종 9년(1409) 10월에는 11개의
군사도 가운데 계림안동도와 상주진주도 둘만 나타나더니, 동 12년(1412) 2월에는
경상도 병마도절제사를 임명하고 좌도절제사를 혁파하여 소속 군마를 합포진에 합
속시켰다. 그러나 다음 해(1413) 다시 분리되어, 앞서 경상도 병마도절제사로 임명
하였던 조비형(曺備衡)을 상주진주도 절제사로 바꾸고, 윤곤(尹坤)을 계림안동도 병
마도절제사로 임명하였다. 이어 태종 16년(1416) 4월에는 경주안동도 병마도절제사
권만(權蔓)을 경상좌도 병마도절제사로, 상주진주도 병마도절제사 신열(辛悅)을 경
상우도 병마도절제사로 교체 임명하였다.13)
여기에 계림, 또는 경주안동도나 상주진주도라는 구분과 지칭이나 좌도와 우도의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대체로 태종 16년
(1416경
) 까지는 뒤섞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거듭된 분속과 통합의 배경이나 원인
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을 찾기는 힘들다. 다만 분도(分道)에 대하여 경상도가 지리
적 조건상 인구와 물산이 풍부하며,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이 있는 정도이다.
조선초기에 병영, 즉 병마절제사영의 위치는 좌·우도가 통합되었을 때는 창원이
었고, 분리되었을 때는, 좌병영은 경주, 우병영은 그대로 창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다. 경주의 좌병영 위치에 대하여 경주 동남쪽 20여 리라든가, 동면 토을마리(吐乙
磨里)라는 기록이『증보문헌비고』
에 나온다.14) 이 중 토을마리는 오늘의 모화(毛火)
로 해석하기도 한다.15) 좌병영의 울산 설치에 대하여『세종실록지리지』
에서는 을미
년, 즉 태종 15년(1415에
) 좌병영을 군 북쪽 거마곡으로 옮겼다고 하였다.『신증동국
여지승람』
이나 각종『울산읍지』
도 이를 따르고 있다.16)
그러나『태종실록』
에는 좌병영의 울산 설치가 태종 17년(1417) 1월로 나타난다.17)
12)『태종실록』권 14, 태종 7년 9월 을축 ; 같은 책 권 16, 태종 8년 7월 기미 ; 같은 책 권 16, 태종 8년 8
월 을미.
13『태종실록』권 18, 태종 9년 10월 을축 ; 같은 책 권 23, 태종 12년 2월 기사 ; 같은 책 권 26, 태종 13년
7월 병신 ; 같은 책 권 31, 태종 16년 4월 기묘.
14)『증보문헌비고』권 234, 직관고 21, 병마절도사.
15) 이유수, 1991,『울산향토사연구』
, 울산향토사연구회, 112쪽.
16)『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 ;『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군 건치연혁 ;『흥려승람』
(1937) 권 1, 건치연혁.
17)『태종실록』권 34, 태종 17년 10월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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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5년에 울산은 처음으로 진이 되고 전
시귀(田時貴)가 울산진병마사 지울산군사로
임명되었는데,18) 여기에는 왜인의 침입이
배경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즉 태조 6년
(1397)의 파도설진은 왜인들의 지울산군사
이은(李殷)의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도절제
사 제도의 운영에 대한 재검토에 따른 것이
라 할 수 있다.19) 한편 울산에 진을 설치한
것은 태조 원년(1392에
) 왜인들이 울산에서

병영성 유적

난동을 부린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4진에 포함되지 않았던 울산이 새로운 진이 되어 병마사가 임명
되고, 겸목법(兼牧法)에 따라 울산군수를 겸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전후에 좌병영이
이설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상좌병영은 태종 17년 1월에 울산
으로 옮겨져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좌병영의 영성은 그 해에 바로 군
동쪽 7리에 주위 3,732자, 높이 9자의 규모로 축성한 것이다.20)
이때의 병영 이설은 경상좌병영에 한정된 것이라기보다 하삼도에 공통되는 적극
적인 방어전략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에 전라도병영을 광주로부터 강진으
로 이설하고,21) 세종 3년(1421)에는 충청도병영을 덕산에서 해미로 옮긴 것은22) 울
산의 경우와 함께 왜구와 관련된 군사력 전진배치의 성격을 띄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진배치를 우려한 건의도 있었다. 세종 즉위년(1418) 9월에 경상도관찰사는
‘염포가 가까워 왜인들이 모든 사정을 염탐하여 알고 있고, 좌병영의 군사는 100명
에 지나지 않아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다’하며, 좌도 도절제사를 우도에 합속하거나
경주로 옮기자 하였다.23)
이 건의가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수년 후 울산읍성과 병영성을 두
고 견해 차이가 나타났다. 세종 7년(1425) 10월에 경상감사가 좌도 도절제사의 관문
(關文)과 울산군 백성들의 등장(等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먼저 절제
사는‘새 성이 크게 수축되었으니 군치(郡治)와 백성을 모두 새 성으로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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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태종실록』권 30, 태종 15년 9월 을묘.
19)『태조실록』권 11, 태조 6년 정월 병진, 진사.
20)『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
21)『증보문헌비고』권 234, 직관고 21, 병마절도사.
22)『세종실록』권 11, 세종 3년 정월 을유.
23)『세종실록』권 1, 세종 즉위년 9월 임신.

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백성들은‘그렇게 되면 관리와 백성들이 절제사에게 인사해
야 하고, 또 접대 비용이 늘어나 살기 어렵게 되므로 옛 읍성에 그대로 있기를 바란
다’하였다는 것이다.24)
이에 대하여 경상감사는‘절제사는 새 성에, 군치와 백성들은 읍성에 그대로 두
자’
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조정에서는‘관리와 백성들은 새 성으로 옮겨 살게 하고,
절제사는 군마를 거느리고 읍성을 지키면서 유사시에는 새 성으로 들어가 합치던가
임기응변 하도록’결정하였다.25) 이러한 논란과 분명한 연관도 없이 다음 해(1426)
11월에 의정부와 6조에서 논의하여 경상좌도 병마도절제사와 수군도안무처치사를
혁파하고 대신 첨절제사와 도만호를 두도록 하였다.26)
그런데 3포의 하나인 염포는 왜인의 내왕과 무역이 허용된데 따라 왜인의 내왕이
늘어나는데, 울산의 두 성을 지울산군사 한 사람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특히 세종 18년(1436) 말경에는 대마도와 왜인들이 내부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고, 이로 인해 조선에서도 왜와의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대책을 마련
할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서 황보인(皇甫仁)은, 경상도의 땅이 넓어 옛날에는 좌도와
우도 절제사가 따로 있었으니, 좌도절제사를 다시 세우고 연변 수령들은 문무를 겸
한 자들로 뽑아 왜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였다.27)
이에 따라 박종우(朴從愚)를 경상좌도 병마도절제사, 하경복(河敬復)을 경상우도
병마도절제사로 임명하였다. 이어 복설되는 경상좌병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논의
하였는데, 국왕이 경주에 설치하자는 주장에 따르고자 하였으나, 권도(權蹈)와 황보
인 등이 울산 복귀를 주장하였다. 이들이‘울산진은 곧 옛 좌도 본영이므로 지금 따
로 도절제사를 둔다면 울산에 두어 우도 합포의 예와 같게 하십시오’
라 하여 마침내
울산으로 결정되었다.28)
이로써 울산의 경상좌병영은 혁파된지 10년만에 복설되었다. 며칠 후인 세종 19
년(1437년
) 1월 5일에 박종우를 사면(辭免)하고, 이사검(李思儉)을 경상좌도 병마도
절제사 겸 판울산부사로 삼았다. 울산은 이때 군에서 도호부로 승격되고 판관(判官)
이 가설되었다.29) 같은 해 8월에 도절제사 이사검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다시 울산부
는 울산군으로 환원되었고, 병마도절제사는 좌병영을 전임 관장하였다.30) 이로써
24)『세종실록』권 30, 세종 7년 10월 계미.
25) 위와 같음.
26)『세종실록』권 34, 세종 8년 11월 을미.
27)『세종실록』권 75, 세종 18년 12월 무자.
28) 위와 같음.
29)『세종실록』권 76, 세종 19년 정월 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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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좌병영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울산에 설치되었다.
경상도좌병영은 뒤의 군익도체제에서는 도절제사로에서 각 군익도의 중익병마절
제사(혹은 단련사, 단련부사 등 그 수령의 품질에 따른 호칭이 됨)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 위에 있었다. 그 이후 진관체제에서는 주진의 주장(主將)으로 거진-제진의 지
휘체계를 갖는 것이었다. 진관체제에서는 유방(留防)이라 하여 전략적 특수지대에는
평시에도 항상 일정한 수의 군사가 체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경상좌병영
에는 주진으로서 정병 4여의 500명이 유방하였고(旅 : 1여는 125명), 관할 안에 동
래에 3여, 영해와 영일에 각 2여씩 합 4여 도합 11여(1,375명)가 유방상태에 있게 되
는 것이었다.
이제 경상좌병영의 진관체제상의 편제를 실제로 살펴보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진관편성 내용(경상도)31)
관찰사(종2품)
좌병사(종2품)
(첨절제사)
(경주진관)
경주부윤
(병마절제사)
(안동진관)
안동대도호부사
(대구진관)
대구부사
우병사(종2품)
(상주진관)
상주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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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수사 겸)
좌병영: 울산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울산군수,양산군수,영천군수,흥해군수

경주판관,청하현감,영일현감,장기현감,기장
현감,동래현감,언양현감

영해부사,청송부사,예천군수,영천군수,
풍기군수
밀양부사,청도군수

안동판관,의성현령,봉화현감,진보현감,군위
현감,비안현감,예안현감,영덕현령,용궁현감
경산현령,하양현감,인동현감,현풍현감,의흥
현감,신녕현감,영산현감,창녕현감

우병영: 창원
성주목사,선산부사,금산군수

(진주진관)
진주목사

합천군수,초계군수,함양군수,곤양군수

(김해진관)
김해부사

창원부사,함안군수

좌수사(정3품)
(첨절제사)

감영 : 상주

상주판관,성주판관,개녕현감,지례현감,고령
현감,문경현감,함창현감
진주판관,거창현감,사천현감,남해현감,삼가
현감,의령현감,하동현감,산음현감,안음현감,
단성현감
거제현령,칠원현감,진해현감,고성현령,웅천
현감

좌수영: 울산
( 만호)

두모포(동래)만호, 감포(경주)만호, 해운포(동래)만호, 칠포(흥해)만호, 포이포(동래)
(부산포진관)
만호, 오포(영덕)만호,서생포(울산)만호, 다대포(동래)만호, 염포(울산)만호, 축산포(영
부산포(동래)첨사
해)만호

관찰사(종2품)
우수사(정3품)
(제포진관)
제포(웅천)첨사

(병사·수사 겸)

감영 : 상주

우수영: 거제가배량
옥포(거제)만호, 평산포(남해)만호, 지세포(거제)만호, 영등포(거제)만호, 사량(고성)만호,
당포(고성)만호, 조라포(거제)만호, 적량(진주)만호, 안골포(웅천)만호

이렇게 좌병영이 울산에 정착된 이후에 새삼 경상좌도의 해안지역에 대한 방수보
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포 석보(石堡) 축조가 그것이다. 세종 21년(1439에
) 동
지중추원사 이사검이 비변책을 올린 가운데 울산과 영일 사이에서 감포 이남의 취약
점을 지적한 바 있고,32) 문종 즉위년(1450에
) 는 경상도도체찰사 정분(鄭 )이 방수
보강을 건의하였다.33) 단종 3년(1455에
) 는 경상도관찰사 황수신(黃守身)이 유포에
석보를 축조하기를 청하였다. 경주 이견대 이남에서 울산의 유포에 이르는 사이에
사는 백성이 340여 호인데, 염포 항거왜인과의 관계가 우려되지만, 내상(병영)과의
거리가 멀어 구원하기 어려우니 우선 목책(木柵)을 설치하고, 장차 석보를 쌓자는 것
이었다.34)
세조가 즉위하여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된 끝에 세조 3년(1457)에 공사에 착수하
여 다음 해에 석보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경주·울산의 당번군사 50명과 내상의 부
방당번군사 20명을 뽑아 방수케 하고, 군관은 도절제사가 무재가 뛰어난 4품 이상
에서 뽑도록 하였다.35)
울산에 좌병영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해안지역의 방비가 강조되어 방어시설을 보
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하겠다.
2) 좌병영 이설론(移設論)과 그 성격
경상좌병영의 울산 정착 이후 100년이 못되어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이설론이 대
두되었다. 이것은 성종 13년(1482에
)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즉 지사 서거정(徐居正)
이 경연에서 아뢰기를,‘울산은 작은 고을인데, 수사와 병사의 영(營)이 모두 경내에
있어 고을이 조잔해지고, 두 대장(大將)이 한 곳에 있어 적변이 있으면 구원할 가망이

30)『세종실록』권 78, 세종 19년 8월 무진.
31) 경상도 병사(3 : 관찰사, 좌병사, 우병사), 수사(3 : 관찰사, 좌수사, 우수사).
32)『세종실록』권 86, 세종 21년 9월 정미.
33)『문종실록』권 5, 문종 즉위년 12월 임진.
34)『단종실록』권 14, 단종 3년 윤6월 기유.
35)『세조실록』권 6, 세조 3년 정월 갑오 : 같은 책, 권 14, 세조 4년 11월 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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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
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은 병영 옮기는 일을 의논하라 하였다.36)
15세기 전반 좌병영의 울산정착 과정에서 나온 논란은 대체로 좌병영의 설치와 폐
지에 초점이 두어졌지만, 성종대 이후의 논란은 좌병영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좌병영 이설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좌병영을 해안에
서 내륙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병영이설론이며, 다음은 병영과 수영 중 하나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양영(兩營)분설론이다.
이설론은 성종 24년(1493) 장령 양희지(楊熙止)에 의해 제기되었다. 좌병영이 염
포의 항거 왜인들에게 너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좌병사의 안전이 문제가 되니 병
영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37) 이 논의는 다음날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이설론
자들은 양희지의 주장이 대변하듯 모두 내륙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병마
절도사영이 염포의 왜인이 사는 곳과 매우 가까워 뱃길로는 10여 리이고 육로로 가
더라도 20여 리에 불과해⋯ 우리 땅에 오래 살아서 금방(禁防)이 차츰 풀어지면 예
사로 성 밑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절도사의 능력과 군정의 허실을 훤하게 파악하고
있으므로⋯ 병영을 내지로 옮겨 설치해야 한다’
는 것이었다.38)
그러나 이때는 좌병영을 울산에 그대로 두자는 고수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 주
장은 초기에 국방전략으로 확정된 울산 좌병영의 지리적 타당성을 존중하고 성지 등
이미 갖추어진 시설의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인재의 등용이 문제이며, 섣
불리 옮길 경우 국위를 손상하고 왜인의 오판을 불러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
밖에 경상우병영도 바다에 가깝다거나, 시기상조라거나, 옮기지 말고 좌병사가 울산
을 겸해 다스리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여하간 참여 인원의 대부분이라고 여겨
지는 30여 명이 고수론을 주장하였다.39)
다음은 분설론이다. 성종 14년(1483에
) 경상도관찰사 김자정은 병사와 수사가 모
두 울산에 있어 백성들의 폐단이 크다고 하였다. 울산을 도호부로 승격하여 좌병사
가 부사를 겸하고, 또 한 영은 다른 곳으로 옮기면 백성의 힘이 소복될 것이라 하면
서 좌수영 이설을 제의하였다.40)
이 때의 논의는 대체로 백성들이 수고롭지 않게 좌수영을 옮기자는 쪽으로 기울었
고, 이설지로는 다대포를 제안하였다. 다만 병사의 부사 겸임에 대해서는 폐단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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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성종실록』권 148, 성종 13년 11월 경자.
37)『성종실록』권 283, 성종 24년 10월 임오.
38)『성종실록』
, 권 283, 성종 24년 10월 임오.
39) 위와 같음.
40)『성종실록』권 154, 성종 14년 5월 기해.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로 상당수가 반대하였고, 나아가 민폐를 고려해서 이설하지 말
자는 고수론도 있었다.
그런데 이설론이 제기된 근저에는, 대왜관계나 군사적 고려보다 잘 거론되지는 않
았으나, 한 고을에 여러 아문이 설치된 데 따른 백성들의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 당
시 지방백성들은 그 지방에 설치된 관청에 대하여 갖가지의 공식, 비공식 지공을 맡
아야 했기 때문에 군수 외에 병영·수영과 같은 도 단위의 관부가 한 고을에 있다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으로 이설론을 주장한 서거정의 논거가 병·수
영이 한 경내에 있어 고을이 조잔해 진다는 것도 이를 말한 것이다.
결국 성종대의 좌병영 이설 논의는 동 24년에 있었던 고수론이 강조된 이후 논란
이 크게 계속되지는 않았다. 이후에는 삼포왜란을 전후한 시기에 이설론이 제기되었
으나, 중종 6년(1511) 2월의 논의를 보면, 좌수영의 이설 여부가 논의의 핵심이 되어
있었고, 좌병영 이설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41)
좌병영 이설 문제는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제기되었다. 조선후기의 이설 논의는
전기와는 달리 임진왜란에서 노출된 전략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진행되
었다. 즉 왜란 당시에 적이 쉽게 내륙으로 북상한 원인의 하나는, 최전선인 해안지역
에 병영과 수영이 설치되어 있다가 동시에 돌파되었기 때문이라 하고는, 이러한 전
철을 밟지 않기 위해 병영을 내륙으로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선후기 속오군-영장제도의 변화 속에서 경상좌병영의 역할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설 논의는 현종·숙종대를 거쳐 영조대에 영천 화산성으로의 이전이 결정되었다.
그리하여 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축성곡까지 마련하고, 이설 후에는 좌수영을 다
시 울산에 옮겨오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그러나 이 계획은 정조 초기에 수정되어 좌
절되었고, 이로써 좌병영 이설론은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3. 경상좌수영의 울산 설치와 이설
조선시대에 군사제도가 정비되면서 보통 수군(水軍)이라고 하게 되는 기선군(騎船
軍) 또는 선군은 고려말 이래 국방군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 신왕조 개
창과 더불어 사병 혁파와 시위패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군액도 늘어나고 있었
다.『세종실록지리지』
에 의하면 수군은 봉족을 제외한 정군이 5만여 명이며, 그 가운
데 경상도는 1만 5,934명으로 시위군과 영진군을 합한 것보다도 배 이상 많았다. 울

41)『중종실록』권 13, 중종 6년 2월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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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1,058호 4,161구에 선군 368명, 시위
군 16명 영진군 116명으로 되어 있고, 언양
은 421호 1,458구에 선군 156명, 시위군 7
명, 영진군 44명으로 되어 있다.42)
이렇게 수적인 비중이 높았음에도 불구하
고 조선초기 수군의 편제를 명료하게 정형화
하여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좌·우의 양령(兩領)으로 나누어 양 교대로
복무하였다는 점은 특이하고, 지휘계통과 편

개운포성지

제에 대하여는 각 도(道)마다 차이가 있는 듯
이 보이는데, 태종때부터 이것이 정리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듯 하다.
이리하여 각도의 수군 도절제사·절제사·첨절제사·도만호·만호·천호 등의
편제를 이루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종대에 이르면 각 도별로 1인 또는 2
인의 수군도절제사가 수영을 두고, 각 요새 수어처에 도만호나 만호를 지휘관으로
하는 포(浦)가 있어 수군이 배치되는 편제가 갖추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제 경상도의 수군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해양 방위와 아울러 왜구에 대비해야
하는 지리적 위치로 인하여 건국 초부터 여러 직급의 수군 지휘관이 파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태조 3년(1394에
) 경상도 수군첨절제사 안처선(安處善)이 왜적 12명
을 죽여 궁온 등을 하사했다거나,43) 동 4년(1395)에 왜선 1척을 잡은 경상도 수군첨
절제사 김천신(金天伸)과 만호 차준(車俊)에게 궁온과 비단을 내렸다거나,44) 동래
만호 윤형(尹衡)과 석포 천호 이의경(李義敬)이 왜구의 배 1척을 잡아서 군기와 갑옷
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45)
태종 7년(1407에
) 서생포 만호를 혁파하고 장생포 만호가 겸임하게 하였고, 동 11
년(1411)에는 개운포 만호 조민로(曺敏老)의 직첩을 거두었다 하였다.46) 동 13년
(1413에
) 는 경상도의 좌우 분도에 따라 좌도와 우도에 별도로 수군도절제사를 두었
는데,47) 좌도 수군도절제사영을 부산포에 설치한 것은 이 때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동 17년(1417) 10월에는 경상좌병사 권만의 건의로 염포에 수군만호를 설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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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 언양현.
43)『태조실록』권 5, 태조 3년 2월 계미.
44)『태조실록』권 8, 태조 4년 7월 기해.
45)『태조실록』권 9, 태조 5년 6월 갑진.
46)『태종실록』권 14, 태종 7년 7월 무인 ; 같은 책 권 2, 태종 11년 11월 신미.
47)『태종실록』권 25, 태종 13년 4월 을묘.

다.48) 세종 2년(1420)에는 수군 도절제사를 수군 도안무처치사로 명칭을 바꾸었
다.49) 다음 해(1421) 2월에는 이전에 병마도절제사가 겸하기도 한 수군도안무처치사
를 직무를 분리하여 각기 전임하게 하였다.50)
이제『세종실록지리지』
에 나타난 각도별 기선군의 배치에서 경상도 부분을 살피
면 다음과 같다.

<표 4> 경상도 기선군 배치 현황
관별
좌도수군도안무처치사
염포 만호
서생포만호
축산포만호
오포 만호
해운포만호
오이포만호
감포 만호
개운포만호
두모포만호
해운포만호
다대포만호
우도수군도안무처치사(이하략)

정박처
동래부산포
울산
울산
영해
영덕
흥해
장기
경주
울산
기장
동래
동래
거제오아포
(구박제포)

선수
33척
7
20
12
8
8
8
6
12
16
7
9

선군수
1,779명
502
767
429
353
218
589
387
412
843
589
723

28

2,601

세조 3년(1457)에 진관체제가 전면화 되면서 수군도 진관별 편성이 이루어졌다.
뒤이어 세조 5년(1459) 6월에 경상좌수영을 동래 부산포로부터 울산 개운포로 옮김
으로서 울산에는 경상좌병영과 좌수영이 같은 고을에 있게 되었다.51) 경상좌도 수군
도절제사도 세조 12년(1566)의 관제개혁에 따라 정3품의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이때 조정된 수군의 진관편제 역시 거의 그대로『경국대전』
에 기재되었으니, 앞의
<표 3>에 기재된 수군 부분이 여기에 나타난 경상도의 편제이다. 그 뒤 중종대에 삼
포왜란과 을묘왜변을 겪으면서 중종 17년(1522과
) 39년(1544에
) 경상도 수군진관
이 개편되었다. 이로써 제포진관 대신 미조항진관(중종 17년)과 가덕진관(중종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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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태종실록』권 34, 태종 17년 10월 갑진.
49)『세종실록』권 10, 세종 2년 10월 임술.
50)『세종실록』권 11, 세종 3년 2월 을사.
51)『세조실록』권 15, 세조 5년 정월 계묘.

년)이 각각 설치되고, 부산포진관은 해운포, 감포, 칠포, 오포, 염포, 축산포만호진
이 폐지되는 한편 서평포 만호진이 신설되었다.
울산의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은 좌병영 이설론에서 기술하였듯이 성종대의 좌병
영 이설론과 함께 좌수영 이설여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성종 13년(1482)에 시작
된 좌수영 이설논의의 내용은 병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방태세의 문제와 병영·
수영이 한 고을에 위치한데 따른 것이었다. 성종 24년의 논의에서 장령 양희지는
‘경상좌도 수영이 본래 동래현 부산포에 있었는데, 국가에서 주장이 왜인과 섞여 있
게 할 수 없다고 하여 울산의 개운포로 옮긴 것은 마땅한 조치’운운하며 병영 이설
을 주장한 바 있다.52) 이리하여 중종 29년(1534에
) 부산진을 다대포로 옮기고 부산
포를 경상좌도의 수영으로 삼는 것이 실상에 맞겠다는 논의가 거의 확정되었던 것으
로 보인다. 그 뒤의 명확한 기록은, 중종 39년(1544) 9월에‘(경상)좌도의 형세는 수
영이 해운보(海雲堡)에 있어서 동으로 동래와 5리 떨어지고, 서쪽으로 부산포와 15
리 떨어졌으므로, 동래의 군졸을 거느리고 부산포와 다대포를 구원하고 또 양산과
울산 좌병이 뒤에서 구원한다’
하여 동래 해운보로 이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53)
이로써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의 울산 존치는 80 여년 만에 종언을 고하였다. 조
선후기에 좌수영을 다시 울산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논의로 끝나고 말아 울
산에는 좌병영만이 존속하였다.
조선 태종조에 울산에 설치된 경상좌도 병마절도사영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
고, 이후에 이설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조선 말 신식군사제도가 시행될 때까지 존속
하였다. 이 병영은 진관체제하에서 경상좌도의 주진이 되어 산하에 거진과 제진을 거
느리며 국방상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조조에 울산 개운포에 설치된 경상좌
도 수군절도사영은 약 130 년간 존속하다가 중종 39년에 부산포로 옮겨갔다.
이렇듯 조선전기의 울산은 중요한 국방기지였다. 진관체제 하에서는 울산은 경상
도의 5개 진 가운데 하나였고, 여기에 위치한 좌병영은 이를 통할하는 주진이었다.
또 대왜교린을 위해 염포가 삼포의 하나로 개항되었으며, 동남해안에서는 서생포,
개운포, 염포 등 많은 만호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조선시대의 울산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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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로서 대왜관계의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감당하였다.
이렇듯 양영(兩營)이 오랫동안 존속한 울산은 그 영향으로 다른 고을보다 읍세가
잔폐하였다. 따라서 두 영 중 하나를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52)『성종실록』권 283, 성종 24년 10월 임오.
53)『중종실록』권 104, 중종 39년 9월 임술.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 논의는 임진왜란 직전에 수영을 부산포로 옮기는데 그쳤고,
병영은 조선후기에 이설론이 있었지만 끝내 계속 존치되었다.
<이겸주,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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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선전기 대일정책과 울산

14세기말 동북아시아는 큰 변화를 맞고 있었다. 중국에서는 한족인 주원장(朱元
璋)이 원을 무너뜨리고 1368년 명을 건국하였다. 일본에서는 약 60년간 계속된 남
북조의 내란이 종식되고, 무로마치(室町)막부 3대장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츠(足利義
滿)가 1392년에 통일 정권을 수립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
리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혁기에 명 태조 주원장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만들려고 하였다. 조선은 1401년(또는 1403년), 일본은 1403년
에 명 황제의 책봉을 받아, 중국 중심의 책봉(冊封)체제에 편입되었다.
조선이 일본과 처음 접촉을 시도한 것은 태조 원년(1392) 8월이다. 승려각추(覺鎚)
를 파견하여 왜구(倭寇)의 금지와 피로인(被虜人)의 송환을 약속 받았다. 태종 4년
(1404) 요시미츠가 일본국왕 자격으로 조선국왕에게 국서를 보냄으로써, 양국 사이에
는 정식으로 국교가 체결되었다. 일본과 국교가 수립된 후에도, 가장 큰 외교문제는
왜구 문제였다. 조선은 금압과 회유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러
한 노력과 삼국의 국내 정세 안정으로, 왜구는 점차 평화적 통교자로 전환되어 갔다.
조선에 건너오는 일본인이 증가하자, 조선의 군사·경제적 부담은 증가하였다. 조
선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통제 회유책을 실시하였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흥리왜선
(興利倭船)이 정박하는 포소(浦所)를 제한하는 것이었다. 포소는 치폐를 거듭하다가
세종 8년(1426) 웅천의 제포(내이포), 동래의 부산포, 울산의 염포로 확정되었다. 3
포제도가 확립됨으로써 울산은 조선전기 대일 교류의 중요한 창구가 되었다. 울산
출신의 이예(李藝), 이종실(李宗實) 부자는 많은 대일 교섭 활동을 하였다. 본고에서
는 울산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전기의 대일관계를 서술하려고 한다.

1.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대일 교린(交隣)체제
1) 동아시아 국제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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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에서 조선으로 비교적 평화롭게 왕조가 바뀌었지만, 국내외 혼란상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정국을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조선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였
다.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명의 책봉을 받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고 왜구에 대
한 강력한 대책도 필요하였다.

중국은 원말에 하북·하남의 한산동(韓山童)과 유복통(劉福通), 호북의 서수휘(徐
壽輝), 절강의 방국진(方國珍), 장강의 장사성(張士誠) 등이 각 지역에서 대규모 반란
을 일으켰다. 이러한 혼란기는 호주(안휘성 봉양현)의 극빈농 출신 주원장에 의해 수
습되어, 1368년 명이 건국되었다. 명 태조는 황폐화된 농촌을 재건하는 동시에, 몽
고의 풍습을 없애고 전통적 유교 이념에 입각한 한민족 왕조의 재건을 도모하였다.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에 바탕하여, 주변 국가를 중화적 세계질서 속에 편입시
키는 책봉체제를 만들어 갔다.
일본은 1336년부터 1392년까지 남조세력인 경도(京都)의 광명(光明)천황과 북조
세력인 길야(吉野)의 후제호(後醍 )천황이 대립하고, 지방호족도 남북으로 분열하
여 싸우는 내란의 시대였다. 1364년 이후 무로마치막부 요시미츠의 지위가 강화되
어 권력을 재편성한 후 1392년 남북조를 통일시켰다. 요시미츠는 통일정권의 정당
성 확보 등을 위해, 명·조선과 공식적인 통교관계를 맺을 것을 갈망하였다.
2) 책봉과 교린
14～15세기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중국 중심의 책봉체제에 의해 형성되었다. 주변
국 사이에는 피책봉국 입장에서 교린관계를 맺었다. 책봉체제와 교린관계라는 외교
틀 속에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유지되어 갔다. 책봉은 중국황제가 귀족·공신에게
왕·공·후 등 작위와 채읍(采邑)을 지급하는 행위이다. 진한(秦漢) 이후에는 주변국
군주와의 관계에 적용되어, 왕의 작위를 줌으로써 군신관계를 형성하였다. 교린은
이웃나라와 평화롭게 지내는 대등한 우호관계의 뜻이다. 조선은 건국 후 명에는 사
대정책, 주변 일본·유구·여진 등에는 교린정책을 취하였다.
조선은 태조 4년(1395) 11월에 명에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요청하였으나 수용
되지 못하였다. 정종 원년(1399)에 다시 요청하였는데, 명은 태종 원년(1401) 3월에
사절을 파견해서 고명과 인신을 전달하였다. 조선에서는 왕위가 정종에서 태종으로
바뀌고, 명에서도 1402년 9월 성조 영락제가 즉위하였다. 조선은 혜제로부터 받은
고명과 인신을 고쳐줄 것을 요청하였고, 명은 사신을 파견하여 새로운 고명과 인신
을 전달하였다.
일본은 1401년 5월 승려 조아(祖阿)와 박다(博多) 상인 비부(肥富)를 사신으로 보
내어 국교를 요청하였다. 1402년 8월 명의 회답사가 조서와 정삭(正朔)을 가지고 파
견되었다. 1403년 2월 일본에서 다시 사신을 파견하였디. 회답으로 1403년 11월에
‘일본국왕지인(日本國王之印)’
의 금인과 조서를 가진 책봉사가 파견되어 일본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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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책봉을 받게 되었다.
책봉체제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새로운 국제질서가 성립되었
다. 태종 4년(1404) 7월 일본 막부장군의 사신이 조선에 파견되었다.『태종실록』
에
는 막부장군을 일본국왕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후로 막부장군을 일본국왕으로, 그
사신을 일본국왕사라 칭하였다. 조선은 막부장군을 국왕으로서, 정치·외교권의 주
재자로 인정한 것이다. 이로써 조선과 일본 사이에 대등한 교린관계가 성립되었다.
일본의 명에 대한 조공무역은 1404년에 시작되었다. 견명선(遣明船)은 명에서 교
부한 감합(勘合)이란 증표를 지참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일명(日明)무역을 감합무역
이라 불렀다. 1404년부터 1547년까지 17회 감합선이 파견되었다. 4대장군 아시카
가 요시모치(足利義持)는 명에 신례(臣禮)하는 것을 꺼려하여 1411년 명과 국교를 중
단하였다. 다시 국교가 회복된 것은 6대장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敎) 때인
1432년이다. 일본은 20여 년 동안 책봉체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일본이 책봉체제에서 벗어난 후에도, 조선과 일본과의 교린관계는 지속되었다. 책
봉체제는 양국의 외교관계를 성립시키는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였다. 그러나 조선
은 책봉과는 관계없이, 주변국이나 주변 지역 사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대등관계
나 상하관계를 대상으로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펴나갔다.
3) 대일 교린체제의 성격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중앙정권 상호간의 일원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일본국왕의 사절인가, 지방 대·소세력의 사절인가
에 따라 외교관계는 다양한 형태를 띠었다. 대일 교린체제는 대등한 관계의 교린인
적례(敵禮)교린과, 상하관계의 교린인 기미(羈 )교린으로 나눌 수 있다. 적례교린은
일본국왕에 한정되었다. 그렇지만 완전히 동등했는가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조선은
동아시아 질서를 세우고, 대일관계의 안정을 위해 표면적으로 적례교린을 행하였다.
막부장군의 사망, 교체 때 사절을 보내어 예를 표하는 우호관계상의 적례교린이었다.
기미란 말의 굴레와 소의 고삐를 가리키는 말로 견제한다는 뜻이다. 기미교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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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대마 종(宗)씨나, 대내(大內)씨 등 일본 국내의 특정한 세력이나 개인이었다. 이
들은 입조하여 조선국왕에게 진상하고, 회례를 받는 형식을 취하는 등 상국(上國)의
규정을 지키도록 하였다. 일본의 통교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으로 도항하였지만,
조선은 기미교린의 질서 속에서 외교의례와 조공무역을 하도록 하였다. 조선은 기미

교린체제에 있는 일본 통교자들을 차츰 대마도주를 중심으로 통제해 나갔다.1)

2. 왜구 금압 정책과 대마도 정벌
1) 왜구의 실태
대일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왜구문제의 해결이었다. 왜구는 13～16세기에 조
선이나 중국 연해에서 활동한 일본인 해적집단이다. 왜구는 남북조의 혼란을 틈타
대마(對馬)·일기(壹岐) 등 구주와 사국(四國)지역의 악당화한 무사들이다. 근거지는
삼도(三島)라 일컫는 대마·일기·송포(松浦)였다.
태조 원년(1392부
) 터 세종 25년(1443까
) 지 왜구가 출몰했거나 침입한 것은 총 184
건으로 연평균 3.5건이었다. 그러나 태종 10년(1410부
) 터 18년(1418까
) 지는 총 7건
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그 규모도 더욱 작아졌다. 세종 25년(1443의
) 계해약조 체결
이후로는 왜구는 자취를 감추었다. 왜구 침입을 막기 위한 군사적 대비가 삼포(三浦)
에 집중되면서 전라도로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구에 대한 회유책과 조선의 관방
책이 효과를 거두고, 일본 국내 정세변화로 왜구의 규모, 침입횟수가 감소되었다.2)
세종 12년(1430) 염포에 있던 왜인 이라삼보라(而羅三甫羅) 등은 본래는 우리 나
라 사람으로서 예전에 왜에게 포로가 되었던 자인데, 염포의 왜관 근처에서 고기잡
이를 하며 살기를 원한다고 하였다.3) 이처럼 왜구에게 잡혀간 조선인들 가운데는 이
미 일본인화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
2) 왜구 금압 정책의 강화
조선은 국방·외교·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왜구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였다. 첫째
군제를 정비하면서 수군을 강화하였다. 선군과 군선의 증가, 수군기지의 증설과 정
비, 수군직제 수립, 진관제 실시, 무기·장비 개선과 연해지역에 성을 쌓는 노력을
하였다. 기선군(선군), 육수군, 잡역인의 징발을 금지하고 군적(軍籍)을 정비하였다.
태종 4년(1404에
) 는 삼도수군도지휘사를 두어, 수군에 대한 통일적 지휘를 보장하
1) 손승철, 1994,『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 지성의 샘 ; 민덕기, 1994,『前近代東アジアのなかの韓日關係』
,
早稻田大出版部.
2) 한문종, 1996,『조선전기 대일 외교정책 연구』
, 전북대 박사학위 논문 ; 李領, 1999,『倭寇と日麗關係史 ,
東京大出版部 ; 田中健夫, 1982,『倭寇』
, 敎育社.
3)『세종실록』권 50, 세종 12년 윤12월 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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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육군은 물론 수군의 함선, 장비, 군기제조 등을 검열하였다. 최무선의 아들 최
해산을 등용하여 화통·화포를 제작하는 등 화약연구를 진작시켰다. 화약무기는 수
군용·군선용으로 사용되어 수군 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군강화책은 태종 때 더
욱 진전되었다. 고려말에 큰 군선이 100여 척이던 것이 태종 8년(1408에
) 는 군선이
613척, 수군이 5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둘째 조선국왕이 일본 막부장군에게 사절을 보내 왜구 통제를 요청하는 한편, 대
마·일기 등 왜구 근거지 호족에게도 왜구진압과 피로인 송환을 요구하였다. 셋째,
왜구 금지와 피로인 송환에 적극적인 일본 지방호족과, 투항하거나 귀순하는 일본인
에게 수직인제(授職人制)를 실시하여 통교상 혜택을 주었다. 관직을 받은 사람을 수
직왜인이라고 불렀다.『해동제국기』
에는 모두 26명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에 항복
한 왜구에게는 토지·재물·집을 주고 조선에서 살도록 하였다. 이들을 향화왜(向化
倭)·투화왜(投化倭)·항왜(降倭)라고 불렀다. 태종 9년(1409)에는 경상도에 거주하
는 향화왜가 2천명에 달할 정도였다.
수군 강화, 외교 교섭, 회유책 등으로 왜구는 점차 평화적 통교자로 변하였다. 조
선에 투항·귀순하는가 하면
［向化倭人］
, 조선이 지정한 장소에서 나름대로의 상업
행위를 하기도 하고
［興利倭人］
, 막부장군과 지방호족의 사절이 되어 대조선 교섭에
나서면서 무역에도 참가하였다
［使送倭人］
.4)
3) 대마도 정벌
세종 원년(1419) 6월 삼군도체찰사 이종무(李從茂)의 정벌군은 거제도를 출발하여
대마도를 정벌하였다. 기해동정(己亥東征)이라 불리는 대마도 정벌은 일본에서는
‘應永の外寇’
라고 부른다. 정벌의 직접적 계기는 세종 원년 5월 충청도 비인(庇仁)
도두음곶과 황해도 해주 연평곶에 왜구가 침입하여 군량미를 노략질한 사건이었다.
이 때 사로잡힌 일본인이‘나는 대마도에 사는 사람으로 섬사람들이 다 굶게 되어,
배 수십척을 가지고 절강 등지에서 노략질하려고 하였으나, 단지 양식이 떨어져서
5)고 하였다. 당시 대마도는 도주 종정무(宗貞茂)가 죽고, 어린 종정
비인을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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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宗貞盛)이 계승하여 정치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었다. 생활이 어려워지자 왜구로
변하여 조선과 명을 노략질하였다.
4) 하우봉, 1995,「일본과의 관계」
,『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 나종우, 1996,『한국중세대일교섭사연구』
,
원광대출판국 ; 이영·김동철·이근우, 1999,『전근대한일관계사』
, 한국방송대출판부.
5)『세종실록』권 4, 세종 원년 5월 갑인.

조선은 대마도의 방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정벌에 나섰다. 동원된 병선은 총 227
척, 군사는 1만 7,285명이었다. 정벌군은 선박 129척을 빼앗고, 가옥 1,939채를 불
사르고, 적병 114명을 참수하고, 포로 21명을 잡고, 중국인 피로인 131명을 탈환하
는 전과를 올렸다. 그 후에도 가옥 68채와 선박 15척을 불사르고, 적병 9명을 참수
하고, 중국 피로인 15명과 조선 피로인 8명을 탈환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우
리 병사도 수백명이 전사하였다. 이종무가 장기전에 대비하려고 하자, 대마도주는
군대철수와 수호를 간청하는 한편, 7월에는 태풍이 있을 것을 알려왔다. 이에 10여
일만에 거제도로 귀환하였다.
정벌 결과 대마도는 경상도 속주로 편입되었으며, 대마도주는 도서를 사급 받는
수도서왜인이 되었다. 대마도 정벌은 왜구를 근절시키고, 대일외교를 주도적으로 운
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정벌로 대마도가 경상도 속주로 편입됨으로써, 대마도를
동쪽의 울타리로 인식하는 대마 번병(藩屛)의식, 대마 속주의식이 일반화되었다.6)

3. 사절 왕래와 문물 교류
1) 일본에 파견된 조선 사절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일본에 파견된 사행은 모두 65회였고, 그 중 48회는 태
종～세종 때 집중되었다. 세종 25년 계해약조 체결 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였다. 파견
대상은 막부장군, 구주절도사, 대내씨, 일기도주, 대마도주등으로 분산되었다. 이처
럼 교섭 대상이 분산된 것은 막부장군의 통치력이 지방호족에까지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사행 명칭을 보면, 태조, 정종 때는 회례사를 많이 파견하였다. 태종 때는 회례사
를 비롯하여 통신관·회례관·보빙사·객인호송관·경차관 등 다양하였다. 세종 때
는 통신사를 비롯하여 초무관·사물(賜物)관압사·체찰사 등이 새로 등장하였다. 계
해약조 이후에는 막부장군에게는 통신사, 대마도주에게는 경차관·치전관(致奠
官)·치부관(致賻官)·수문사(垂問使)·선위사(宣慰使) 등을파견하였다.
통신사는 조선국왕이 막부장군에게 파견한 사행으로, 국왕 명의의 서계와 예물을
지참하였다. 정사·부사·서장관 3사(使)는 중앙관료로 구성되며, 막부장군의 경조

6) 한문종, 1997,「조선초기의 왜구대책과 대마도정벌」
,『전북사학』19·20, 전북대사학회 ; 中村榮孝, 1965,
『日鮮關係史の硏究(上)』
, 吉川弘文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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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통신사 규정에 가장 근접한 최초 사행은 세
종 10년(1428) 박서생(朴瑞生) 사행이다. 정사 박서생, 부사 이예(李藝), 서장관 김
극유(金克柔)로 구성되었고, 막부장군의 경조를 위한 사절이었다.
통신관 이름으로 처음 파견된 것은 태조 6년(1397) 12월 박돈지(朴惇之) 사행이
다. 이 때는 회례사와 통신관을 혼용하였다. 왜구 금지와 피로인(被虜人) 송환이 주
요 목적이었다. 회례사와 보빙사는 일본 사절에 대한 회답과 보빙이 주요 목적이었
다. 피로인 표류인의 송환을 치하하기 위한 것이다. 사물관압사는 세종 때 한번 파견
되었다. 조선 표류인을 송환한 데 대하여 예물을 전달하는 사절이다. 경차관은 대마
도에만 파견되는 사행으로, 조선전기에 9회 파견되었다. 왜구 금지, 문인(文引)제도
체결, 계해약조와 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의 준수와 위반자 처벌요청, 삼포
항거왜인의 송환 등 외교현안을 처리하고, 도주에 대한 치제(致祭)와 문위(問慰) 등
을 위해 파견되었다. 체찰사는 군사적 목적을 띠고 파견되었다. 선위사는 지방관 명
칭으로, 역할은 경차관과 많이 혼용되었다. 치전관·치부관은 대마도주가 죽거나 새
도주가 계승했을 때, 도주의 요청으로 파견하였다. 수문사는 사망 등 정상적인 방법
이 아니고, 반란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주직이 승계되었을 때 파견되었다.7)
2) 조선에 파견된 일본 사절
가. 사행의 유형
1392년부터 1592년까지 일본 각 지역에서 통교해 온 횟수는 총 4,824건이다. 시
기적으로는 1472년～1510년이 가장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대마도가 49.3%로 가장
많다. 대마도를 비롯한 비전(肥前)·일기·구주지역이 90.8%를 차지하고 있다. 본
주·사국(本州·四國)지역은 8.6%에 불과하여 지역적인 편중을 보인다. 일본국왕사
도 60여 회나 된다. 1467년에 일어난 일본의‘응인(應仁)의 난’이후 무로마치막부
의 통제력이 약해지자, 막부의 관령(管領)도 독자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신숙주
가 편찬한『해동제국기』
(1471년)에 의하면 일본 사절을 일본국왕사, 거추사(巨酋使),
구주탐제사(探題使) 및 대마도주특송사, 제추사(諸酋使)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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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왕사는 막부장군이 보낸 사절이다. 거추사는 대내(大內)·소이(小貳) 등 대
호족, 전산( 山)·세천(細川)·사파(斯波) 등 막부의 3대 중심세력, 유력 수호대명
(守護大名) 등의 사절이다. 구주탐제사와 대마도주특송사는 가장 많은 도항횟수를

7) 한문종, 앞의 박사학위 논문, 제6장.

보였다. 제추사는 일본본토와 대마도 등의 소호족, 수직인·수도서인의 사절과 흥리
왜인들이 포함되었다. 세종 6년(1424에
) 온 일본국왕사는 523명의 대규모 사절단이
었다. 인원수는 사행의 종류와 사송선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본국왕사의 정사는 대개 막부의 외교를 담당하던 경도오산(京都五山)의 선승들
이었다. 파견목적은 국교재개와 수호, 회례와 보빙, 조선 왕실의 경조사에 대한 문
위, 명에 대한 통교주선 요청, 조선의 국정 탐색 등 정치적인 것과 함께 대장경의 요
구, 사원건립을 위한 재정지원, 공무역을 통한 통교 이익 등 문화·경제적인 것까지
다양하였다. 거추사와 제추사는 서계를 바치고 조선국왕께 숙배하는 등 외교적 절차
를 거쳤다. 사행목적은 교역, 왜구진압 보고, 피로인 송환, 조약체결에 따른 교섭,
대장경 요구 등이었다.8)
나. 사절 상경로
일본 사절의 상경로는 크게 육로와 수로가 있었다. 내이포에서 금산·청주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데, 하루에 세참[三息]씩 간다면 13일 길이고, 대구·상주·괴산·광
주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데는 14일 길이다. 부산포에서 대구·상주·괴산·광주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데 14일 길이고, 영천·죽령·충주·양근을 거쳐 서울까지 가는
데 15일 길이다. 염포에서 영천·죽령·충주·양근을 거쳐 서울까지 가는데 15일
길이다. 내이포에서 수로로 김해·창녕·선산·충주·광주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데
19일 길이다. 부산포에서 수로로 양산·창녕·선산·충주·광주를 거쳐 서울까지
가는데 21일 길이다. 염포에서 수로로 경주·단양·충주·광주를 거쳐, 서울까지 가
는데 15일 길이다.9)
육로에 낙동강·한강의 수로가 추가된 것은 세종 5년(1423)이다. 세종 14년
(1432에
) 는 역로의 부담을 고르게 하기 위해, 삼포에서 각각 좌로·중로·우로의 삼
로로 나누어 상경시키는 방침을 정하였다. 염포 상륙자는 울산·경주·안동·영
천·단양·충주·여흥·양근·평구를 거쳐 입경하게 했다. 세종 20년(1438)에는
염포 상륙자는 경주·영천(永川)·신녕·의흥·의성·안동·영천(榮川)·기천·단
양·충주·여흥·양근·평구를 거쳐 입경하게 했다.10) 사절의 상경로를 보면 대략
다음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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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문종, 앞의 박사학위 논문 ; 하우봉, 앞의 글.
9)『해동제국기』
(국역 해행총재, 1967, 민족문화추진위원회), 제사정례, 상경도로.
10)『세종실록』권 55, 세종 14년 정월 무진 ; 같은 책, 권 80, 세종 20년 2월 기사 ; 中村榮孝, 앞의 책.

<그림 1> 일본 사절 상경로

이처럼 울산 염포는 일본 사절이 좌로로 상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태종 14
년(1414에
) 는 대마도 종정무의 사인(使人) 34명, 소이전(小二殿)의 사인 31명, 일기
주(一 州)의 사인 20명, 일향주(日向州)의 사인 20명 등 105명이 울산에 도착해 있
었다.11) 이들은 염포를 통해 상경하는 사절이었다.
성종 3년(1472에
) 는 왜물을 서울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단을 없애고 운반
을 쉽게 하기 위해, 상경로 중간지점이며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성주 화원현에 왜물고
(倭物庫)를 설치하였다. 삼포에 들어오는 일본 물건은 양산 동원진에 옮겨와서, 다시
배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7～8일만에 왜물고에 수납되었다. 삼포에서 동원진까
지는 부산에서는 약 1식(息), 제포에서는약 3식, 염포에서는 약 4～5식 정도였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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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예·이종실 부자의 대일 외교 활동
11)『태종실록』권 28, 태종 14년 8월 정미.
12)『성종실록』권 19, 성종 3년 6월 정해 ; 같은 책, 권 175, 성종 16년 2월 정묘 ; 김용기, 1964,「이조 성종
대의 왜물고에 대하여」
,『부산대논문집』5.

이예는 학성(鶴城) 이씨의 중시조로, 자는 중유(仲游), 호는 학파(鶴坡)이다. 그는
고려 공민왕 22년(1373) 울주군 말응정에서 태어나, 세종 27년(1445) 73세로 별세
하였다. 그의 실기『학파실기』
의 행장에 의하면, 조부·부는 원래 향리는 아니었으
나 고려말 왕조 교체기에 절의를 지키다가 면직되어 울주의 향리가 되었다고 한다.
그도 조부·부의 신분에 따라 울주군 향리인 기관(記官)이 되었다.
그는 태조 5년(1396), 일본에 붙잡혀 간 지울주군사 이은(李殷)을 따라 대마도에
가, 그를 구해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태조 6년(1397) 향리직을 면제받고
관직을 받게 되었다. 이 일은 외교사절로서 활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정종
2년(1400에
) 는 회례사 윤명(尹銘)을 수행하여 일본에 파견되었다. 그는 일기도(一岐
島)에 가서 지좌전(志佐殿)과 통교하고 왜구 금지와 피로인 쇄환을 요구하였다.
두 번 일본을 다녀오는 동안 외교 능력을 인정받아, 태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일
교섭에 참여하였다. 태종 원년(1401) 보빙사로 일기도에 가서 피로인 50명을 데리고
온 공으로 좌군 부사직에 임명되었다. 이는 기록상에 나타나는 첫 번째 관직이었다.
태종 때는 모두 12회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활동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5회에 불과
하다. 보빙사·회례관·통신부사·경차관 등 다양한 성격을 띠고 사행에 참여하였
고, 이를 통해 왜구 금압과 피로인 쇄환에 많은 공을 세웠다. 태종 18년(1418) 사행
때는 대마도에서 무쇠로 만든 화통과 완구를 얻어 와서, 이를 보급시키려고 노력하
였다. 비록 실전에 배치되지는 못했지만 세종 때 무기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세종 때는 회례부사·사물관압사·통신부사·회례사·경차관 ·체찰사 등 다양
한 성격을 띠고 모두 7회 사행에 참여하였다. 일본과의 수호 및 피로인 쇄환, 왜사
(倭使)의 통제를 위한 교섭에 많은 활약을 하였다. 세종 원년(1419) 대마도 정벌 때
는 중군병마부수로 참여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 공으로 세종 3년(1421에
) 는 그의
자손을 면역하라는 공패(功牌)를 사급받았다. 특히 세종 20년(1438에
) 는 대마도 경
차관으로 파견되어 대마도주와 왜사의 통제를 위한 외교적인 교섭을 전개하여 문인
제도를 확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사행을 통해 일본의 정보를 수집하고, 왜적의 분포 및 규모, 지방 제후의 지
배계통을 분석하여, 지방 제후를 통한 왜구금압책을 건의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실
상을 보고 수차(水車)의 도입, 동전의 유통, 상가제도의 도입 등을 건의하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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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도 하였다.13)
이예의 아들 이종실도 대일 외교에서 중요한 활동을 하였다. 세조 5년(1459) 8월
첨지중추원사 송처검(宋處儉)이 일본국 통신사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행호군으로

부사(副使)에 임명되었다. 당시 서장관은 종부시주부 이근(李覲)이었다. 이들에게 예
물을 가지고 일본에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명주 3백 필, 백금 5백 냥을 가지고 가
서, 우리 나라에 없는 서적 등 물건을 사오게 하였다.
거듭되는 일본 국왕사의 내빙과 불경 하사의 요청에 답하고 대장경, 법화경 등을
증정함으로써 일본의 요청에 응하여 수호를 맺는 것이 이 통신사행의 주임무였다.
이 때 증정된 경전은 대장경 1부, 법화경 2부, 금강경 2부, 금강경십칠가해 2부, 원
각경 2부, 능엄경 2부, 심경 2부, 지장경 2부, 기신론 2부, 영가집 2부, 증도가 2건,
조학사서증도가 2건, 고봉선요 2부, 번역명의 2부, 성도기 2부였다. 경전 증정을 임
무로 한 통신사는 무로마치시대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통신사행에서는 다른 영주에
게도 경전과 예물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 통신사행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다. 10월 8일 새벽에 송처검, 이종
실, 이근 등 100여 명이 세 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일본국왕사선 2척, 대마도 왜선
2척과 함께 출항하였다. 그런데 그날 낮에 큰 풍랑을 만나 송처검과 이근이 탄 배는
행방불명 되고, 이종실이 탄 배는 침몰하였다. 이종실 등 5명은 목판을 잡고 표류하
다가 얼마후 행방불명되었다. 이들의 소식을 접한 세조는 조관(朝官)을 보내어 시체
를 수습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14) 뜻밖의 사고로 통신사행의 임무를 달성하지
는 못하였지만, 이예의 아들 이종실이 통신사행의 부사로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직
책을 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문물 교류
사절의 활발한 왕래는 문물교류의 통로가 되었다. 일본에 전해진 문물의 대표적인
것은『고려대장경』
을 비롯한 불서, 범종, 불구 등 불교문화재였다. 그밖에 일부 유교
서적과 문집류도 증여되었다.『조선왕조실록』
에 기록된 대장경 요구 기사를 보면,
150여 년간 총 82회의 요청이 있었다.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1388년부터 1539년까
지 약 150 년간에 걸쳐 알려진 것만 50질 이상 6천여 권에 이른다. 이러한 요청은
일본 불교계의 문화적 욕구와 정치적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무로마치시대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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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문종, 1989,「조선초기 이예의 대일교섭 활동에 대하여」
,『전북사학』11·12, 전북대사학회 ; 지두환,
1992,『세종대 대일정책과 이예의 대일활동』
,『한국문화연구』5, 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 이수건·이수봉
편, 1967, 鶴坡實記 , 학성이씨종친회.
14)『세조실록』권 17, 세조 5년 8월 임신 ; 같은 책, 권 19, 세조 6년 정월 신사 ; 같은 책, 권 19, 세조 6년
정월 계미 ; 같은 책, 권 30, 세조 9년 7월 신축 ; 三宅英利, 1991,『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손승철 옮김),
이론과 실천, 75～77쪽.『세조실록』
에는 이종실이 李從實로도 표기되어 있다.

지의 소교단이 연합 통일되면서 교단이 큰 힘을 갖게 되었다. 5산 10찰이 정비되면
서, 막부의 보호 아래 선종이 발달하였다. 또 내란으로 소실된 사찰 재건이 한창이었
다. 대장경은 사원의 격을 높일 수 있었으므로 장군 이하 막부 요인들이 대장경 입수
에 열을 올렸다. 대장경을 받으면 승려층, 지식층의 환심을 사기에 충분하였기 때문
에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대일사절들은 서적·지도 등을 구입해 왔다. 동남아에 대한 정보와 중국의 물화가
일본내에서 유통되는 사정도 알게 되었다. 대일사절 파견 때 기술자를 동행시켜 기
술교류도 시도하였다. 일본에서도 사행원과 함께 기술자가 왔으며, 향화왜인 가운데
는 기술자가 적지 않았다. 사행원을 통해 일본의 수차이용법, 조선법, 조검법(造劒
法), 왜지(倭紙)조작법, 초철법(炒鐵法) 등일본 기술이 국내에 소개되었다.15)
삼포는 우리 문화가 일본에 건너가는 출구가 되었다. 최고 인기 품목이던 도자기
와 그 기술이 전해졌다. 차(茶) 문화도 전해졌는데 매월당 김시습에 의한 것이 대표
적이다. 그는 경주 금오산 용장사(茸長寺)에서 무로마치 막부의 외교승으로 염포에
와 있던 준(俊)이라는 장로에게 초암차(草庵茶)를 전해주었다. 1465년 봄, 김시습이
머물던 용장사의 별칭이던 금오산실이 일본에 전해져 초암다실(草庵茶室)이 되었다.
현재 이곳은 일본이 다실의 대표적인 건물로 자랑하는 곳이다.16)

4. 염포의 개항과 대일통제책
1) 염포의 개항
왜구 금지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왜구가 평화적인 통교자로 변하고, 향화왜인,
흥리왜인, 사송왜인들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가 없어 수천 명의 일본인이
조선의 포구에 머물게 되었다. 이것이 경제적 부담과 군사적 위협이 되자, 이들을 통
제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태종 7년(1407)에 흥리왜인이 정박하여 무역할 수 있
는 포구를 경상좌우도 수군도만호가 있는 곳에 한정하였다. 그것이 동래현 관내의
부산포와 김해부 관내의 내이포다. 태종 18년(1418에
) 는 항거왜인과 사송왜인, 흥리
왜인의 교잡(交雜), 통교왜인의 증가에 따른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경상좌도의 염포
와 우도의 가배량(加背梁)에 왜관을 설치하여 항거왜인을 나누어 안치하였다.17)
15) 하우봉, 앞의 글, 403～406쪽.
16) 최정간, 1988,「일본 室町시대의 초암차에 끼친 매월당의 영향」
,『매월당학술논총』
, 강원대 인문과학연구
소, 126～131쪽 ; 淺川伯敎, 1930,『釜山窯と對馬窯』
, 彩壺會, 66～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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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마도 정벌 직후 대마도와의 외교
가 일시 단절되면서 포소도 폐쇄되었다. 그
러다가 세종 5년(1423에
) 다시 부산포와 내
이포가 개항되었다. 세종 8년(1426)에 대마
도의 실력자 조전좌위문태랑(早田左衛門太
郞)은 부산포·내이포뿐 아니라 경상좌·우
도의 각 포구에서 마음대로 무역하는 것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조선은 그 요구
를 거부하는 대신 울산의 염포를 추가로 개

염포지역(1960년대)

항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염포에도 도만
호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이른바 삼포가 개항되었으며, 그곳에는 각각 왜관이 설치
되었다. 이것이 삼포왜관이다.18)
2) 염포의 경관
삼포에는 왜관이라 불리는 접대소 겸 상관(商館)이 설치되었다. 세종 5년(1423에
)
는 객인이 숙박하고 있는 내이포와 부산포의 두 곳에 선군으로 하여금 관사나 창고
를 더 짓게 하고, 거기에서 쓸 기명(器皿)을 공식으로 갖추어 두게 하였다. 그 출납
공급은 김해부와 동래현이 관장하게 하였다. 세종 8년(1426) 염포가 개항되었을 때
도 이런 관사와 창고가 세워졌을 것이다. 세종 20년(1438에
) 는 왜인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하여, 왜인의 막사 둘레에다 목책을 설치했다. 그 바깥 둘레에도 목책을 겹쳐
설치한 다음, 서쪽과 북쪽 두 곳에 문을 만들어 상주하는 문지기에게 왜인 출입을 감
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삼포 경관의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졌다.19) 이런 모습은 염
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해동제국기』
에 수록되어 있는「울산염포지도(蔚山鹽浦之圖)」
(성종 5년, 1474)를
통해 염포의 경관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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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태종실록』권 14, 태종 7년 7월 무인 ; 같은 책, 권 35, 태종 18년 3월 임자 ; 中村榮孝, 앞의 책, 481～
498쪽.
18)『세종실록』권 31, 세종 8년 정월 계축 ; 같은 책 권 32, 세종 8년 4월 무진 ; 關周一, 1994,「倭人送還交
涉と三浦の形成」
,『社會文化史學』33, 45～50쪽.
19)『세종실록』권 22, 세종 5년 10월 임신 ; 같은 책, 권 80, 세종 20년 정월 임진 ; 무라이쇼스케(村井章介),
1998,『중세 왜인의 세계』
(이영 옮김), 소화, 96～99쪽.

만(灣) 아래쪽[동쪽]에 항거왜호가 있고, 배
후에는 왜관과 영청(營廳)이 남북으로 늘어서
있다. 왜관 위의 가운데 빈 사각형은 절 이름
을 적으려다가 잊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왜
호·왜관·영청 전체가 남북으로 견고한 성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북쪽 성벽에만 문이
있는가 하면, 중앙에는‘방어진( 魚津)목장’
이라고 적혀 있다. 현재 울산만 동쪽의 이 일
대는 광범위하게 매립되어 현대자동차 공장 해동제국기의 염포지도
으로 되었다. 지도의 영청 위치에는 뒷날 염
포성이 축조되므로, 지금의 성내리가 여기에 비정될 수 있다. 만 서안에 성벽으로 둘
러싸인 절도사영(경상좌도병마절도사영)과 울산군 치소는 지금의 울산시 구시가지에
있다. 치소 왼쪽 하천이 태화강이다. 지도 뒷면에는 울산에서 염포까지 30리이고, 항
거왜호가 36호, 남녀노소 합하여 131구, 사사(寺社)가 1곳이라고 적혀 있다.
「웅천제포지도」
,「동래부산포지도」
,「울산염포지도」
를 보면, 삼포는 마을의 입지
(특히 바다와의 관계), 마을·왜관·영청의 위치관계, 조선측 행정관청과의 관계 등
몇가지 요소에서 매우 닮은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반도 끝 부분에서 가까운 만을
접하고, 내륙으로 향하는 길목을 영청이 제압하고 있으며, 그 길은 반드시 가까운 성
읍을 지나고 있다. 배가 정박하기에 편리할 뿐 아니라, 치안 유지도 충분히 계산에
넣은 입지였다.
성종 5년(1474) 화재 보고를 접한 신숙주가 제포에 관해 언급한 내용을 보면, 일
본인 집은 흙집으로 흙벽에 억새 지붕이었다. 토지는 좁고 사람은 많아서, 집이 다닥
다닥 붙어 있어 불이 나면 곧 번졌다. 이런 모습은 염포도 대동소이하였다. 성종 5년
에는 염포에서 하루에 몇 집이 불타는 화재가 발생했다. 일본식 집이 늘어서 있고,
일본배가 돛대를 정열하고, 일본말을 하며, 일본옷을 입은 사람들이 삼포를 왕래하
였다. 성종 6년(1475) 경상감사 윤호(尹濠)의 보고에 의하면, 제포에 11곳, 부산포에
3곳, 염포에 1곳 절이 있고, 각각 46명, 5명, 1명의 승려가 살고 있었다. 신사(神社)
를 증명하는 사료는 없지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 삼포에는 조선이라는 이국 속
으로 잠식해 들어간 일본 사회의 한 면모가 존재하고 있었다.20)

20)『성종실록』권 38, 성종 5년 정월 경술 ; 같은 책, 권 39, 성종 5년 2월 갑신 ; 같은 책, 권 53, 성종 6년
3월 신해 ; 村井章介, 앞의 책, 102～110·171～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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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염포의 일본인
대마도는 경작할 땅과 일거리는 부족한데 인구는 너무 많아, 계속해서 삼포로 사
람을 내보내야 할 형편이었다. 삼포의 인구가 증가한 것은 내이포·부산포에 왜관이
설치되고, 염포가 추가 개항된 이후인 142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 동안이다. 항거
왜인이 증가하자 조선의 위기감은 커졌다. 세종 17년(1435) 경상감사는“뱀을 방안
에 기르는 것과 같아, 반드시 독을 뿜을 날이 있을 것이니, 본토로 돌려보내 후환을
없애야 한다”
고 하였다.
다음 해에 대마도주 종정성에게 쇄환해 갈 것을 알렸다. 종정성은 자기 관하의 60
명을 제외하고는 쇄환에 응하겠다고 하였다. 종씨의 협력 아래 내이포 253명, 염포
96명, 부산포 29명, 합계 378명의 항거왜인을 쇄환하였다. 항거왜인 가운데 도주가
청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206명은 삼포에 머물도록 허락하였다. 그런데 도주가 거주
하기를 요청한 60명은 뒤에 60호로 해석되어, 내이포(제포) 30호, 부산포 20호, 염
포 10호로 배분되었다. 조선이 정식으로 인정한 삼포 인구의 상한선이 되었다. 법적
인 거류지로서의 삼포가 발족된 것이다.21) 항거왜인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삼포 항거왜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였다.
<표> 15세기 후반 삼포 항거왜인의 호구수
구분
세종초, 약정호수
세조 12(1466)
성종 5(1474)
성종 6(1475)
성종 25(1494)

합계
호
60
446
411
430
525

제포
구

1,650여
2,176
2,209
3,105

호
30
300
308
308
347

부산포
구

1,200여
1,722
1,731
2,500

호
20
110
67
88
127

염포
구

330여
323
350
453

호
10
36
36
34
51

구
120여
131
128
152

자료 : 中村榮孝, 1965,『日鮮關係史の硏究(上)』
, 吉川弘文館

표에서 보면 염포의 일본인 수는 대략 30～50호, 120～150명 정도였다. 성종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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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치를 보면, 128명 가운데 장남이 42명, 장녀가 43명, 노남(老男)이 8명, 노녀
가 8명, 약남(弱男)이 14명, 약녀가 12명, 노승이 1명이었다.22) 삼포 가운데 염포가
21)『세종실록』권 69, 세종 17년 7월 기축 ; 같은 책, 권 71, 세종 18년 3월 을미 ; 村井章介, 앞의 책, 100～
101쪽.
22)『성종실록』권 53, 성종 6년 3월 신해.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인다.
삼포 왜인은 자치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삼포 항거왜인 전체를 총괄하는 자는 대
마도에서 파견된‘삼포대관(三浦代官)’
이었다.『해동제국기』일본국기 대마도조에
보면, 호군 피고여문(皮古汝門)이 삼포 항거왜를 모두 다스린다고 기록하고 있다. 각
포소에서 왜인을 관리하는 자는 조선측에서‘왜추(倭酋)’
라고 부르는 자다. 연산군 3
년(1497) 녹도(鹿島)왜변 때 염포 왜추 이사야문(耳沙也文), 부산포왜추 이라다라(而
羅多羅), 제포 왜추 사두사야문(沙豆沙也文) 등이 심문을 당했다. 대마도에서 파견되
는 삼포의 관리자 밑에, 각 포구마다 왜추 등이 배치되는 형태였다고 추정된다.23)
삼포는 점차 일본인 마을로 모습을 바꾸어 갔고, 항구로서도 발전하였다. 성종 10
년(1479) 일본인 소유의 배가 대선만 해도 제포·부산포에 각 4척, 염포에 2척이 있
어 대마도주의 사자가 삼포에 오면, 이 배로 갈아타는 것이 상례였다. 성종 24년
(1493)에는 항거왜인이 타는 배가 제포에 80여 척, 부산포에 30여 척, 염포에 15척
이나 있었다.24)
4) 대일통제책
가. 수도서제·서계·도서·행장·노인·문인
일본인에 대한 통제책은 삼포의 포소를 제한하는 것 외에, 수도서제(受圖書制), 서
계(書契), 행장(行狀), 노인(路引), 문인(文引)에 의한 통제증이 있고, 도항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책으로 접대규정의 정비와 세견선 정약이 실시되었다. 수도서제는
조·일 통교상의 공로자나 조선에 복속하기를 원하는 일본인들을 회유하기 위해 만
들어졌다. 도서는 일본인의 통교를 증명할 수 있는 일종의 인감이었다. 서계는 조선
의 예조와 일본의 통교자가 주고받았던 일종의 외교문서이다. 행장, 노인, 문인은 조
선에 도항하는 일본의 무역선과 사송선을 통제하려는 여행증명서이다. 이러한 여러
규제책은 왜인에 대한 평화적 통교자로서의 증명과 입국시의 통제·접대를 위한 것
이다. 서계·도서·행장·노인·문인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혼용하다가, 세종
22년(1440)부터 대마도주와의 문인제도 정약 이후 대체로 문인으로 일원화하였다.
세종 23년(1441) 고초도조어금약(孤草島釣魚禁約)을 맺은 이후에는 고기 잡는 왜

조
선
전
기

499
23)『성종실록』권 211, 성종 19년 정월 갑인 ;『연산군일기』권 22, 연산군 3년 4월 병신 ; 村井章介, 앞의
책, 123～124쪽 ; 關周一, 1998,「對馬·三浦の倭人と朝鮮」
,『朝鮮史硏究會論文集』36, 100쪽.
24)『성종실록』권 106, 성종 10년 7월 정묘 ; 같은 책, 권 278, 성종 24년 윤5월 신축 ; 村井章介, 앞의 책,
120～122쪽.

인은 반드시 문인을 소지하게 했다. 어부들은 거제도 관아에 문인을 제출하고 다시
만호가 발급하는 고초도(거문도) 왕래 문인을 받은 후 고기잡이를 할 수 있었다.
나. 계해약조
일본인 통제책은 최종적으로 대마도주에게 위탁하는 형식이어서, 통제책을 운영
하는데 한계가 많았다. 그래서 통교자의 도항횟수와 세견선의 수, 교역량을 직접 통
제할 수밖에 없었다. 세종 25년(1443) 대마도체찰사 이예를 보내어 대마도주와 계
해약조를 체결하였다. 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하고, 도주는 매년 50
척의 세견선을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을 경우는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조약을 계기로 다른 통교자들과도 세견선 정약을 하였다. 정약을 하지 않은 자
는 도서와 서계가 있어도 접대를 거부하였다. 정약은 불법 도항자를 선별하는 기준
이 되었다. 중종 7년(1512)의 임신약조, 명종 2년(1547)의 정미약조, 명종 12년
(1557)의 정사약조 등으로 내용이 바뀌었지만, 모두 계해약조를 기준으로 마련되었
다. 성종 때는 조일통교에 필요한 각종 규정들이 정비·완성되었다.25)

5. 삼포왜란과 염포
1) 삼포왜란 발발 배경
세종 초에는 삼포 항거왜인의 수를 60호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앞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세조 12년(1466)에 1,650여 명이던 것이 성종 6년(1475에
) 는 2,200여 명,
성종 25년(1494에
) 는 3,100여 명으로 늘어나, 약 30년 동안에 2배 정도나 증가하였
다. 항거왜인의 수가 이처럼 늘어나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먼저 공무역으로 재정이 궁핍해지는 것은 큰 문제였다. 성종 25년에는 일본국왕
사신이 가지고 온 사진물(私進物)이 면포 28,839필분으로 산정되었다. 정부는 재정
부담을 견딜 수 없어 사진을 금지하는 억제책을 실시하였다. 연산군 6년(1500에
) 는
역
사

500

대마도주가 구리 11만 5,000여 근을 보내왔는데, 양이 많아 1/3만 사고 나머지는 가
지고 돌아가게 했다. 연산군 8년(1502)에 다시 나머지를 가지고 왔으나 구리 5근 반
=면포 1필 반의 값을 5근=1필의 값으로 깎고, 또 1/3만 사려고 하였다. 일본측은 공

25) 하우봉, 앞의 글, 380～386쪽.

무역 값의 새 비율에 불만을 품고 대가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중종 3년(1508에
) 는
옛 비율로 사기를 요청하였다.
항거왜인의 수가 늘어나면서 토지를 점유하여 이들의 경작지가 크게 늘어났다. 성
종 25년에는 경작지에 대한 수세(收稅) 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호구조사의 실시
등 통제가 엄격해졌다. 연산군 때는 국가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일본인이 받던 세금
까지 빼앗는 등 일본인에 대한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 갔다. 일본인에 대한 접대가 부
실하고, 관리의 횡포와 접대위반이 빈번하여 일본인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반하여
항거왜인은 기동성과 무력을 겸비한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쉬웠다.26)
2) 가덕도왜변의 발발
조선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일본의 저항도 강해졌다. 1474년～1509년에 왜구의 약
탈이 12회나 있었다. 중종 3년 11월 2일, 제포 근처의 가덕도(加德島)에서 왜변이 일어
났다. 웅천 사람들이 현감 조윤손(曺潤孫)의 명령으로 관청에 쓸 나무를 베러 갔다가
큰 바람을 만나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때 왜적들이 밤을 틈타 가덕도에 침입하여 9명
을 죽이고, 8명을 해치고 옷과 양식을 약탈하였다.27) 이에 경상도 경차관 김근사(金謹
思)를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중종 4년(1509) 3월김근사는 삼포 왜인의 우두머
리를 불러 각자 신문하였으나, 자기 관할 사람의 짓이 아니라고 변명하였다. 염포의
왜인 우두머리는 염포가 가덕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바람을 무릅쓰고 출항하기 곤
란하다고 하면서, 성심껏조사하여 범인을 체포하는데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28)
가덕도왜변 조사 진행중에 전라도 보길도에서 제주 공마선(貢馬船)이 왜선 5척의
습격을 받았다. 6명이 죽고, 10여 명이 다치고, 의복·양식과 첩문(牒文)을 약탈당하
였다. 전라좌수사는 왜적 17명을 잡아 목을 베어 삼포에 내걸었다.29)
조정에서는 삼포의 수령·변장(邊將)을 유능한 사람으로 임명하여 난국을 타개하
려고 하였다. 그래서 삼포 수령·변장의 품계를 당상관으로 올리려 하였으나, 실제
임명된 사람은 부산포첨사 이우증뿐이었다. 웅천현감 조윤손과 염포만호 이순(李珣)

26) 하우봉, 앞의 글, 390～392쪽 ; 김동철, 1996,「국제교역의 발달과 마찰」
,『한국사』28, 국사편찬위원회,
129～132쪽.
27) 村井章介, 앞의 책, 158～159쪽 ; 中村榮孝, 앞의 책, 669쪽.
28)『중종실록』권 8, 중종 4년 3월 무신.
29)『중종실록』권 8, 중종 4년 4월 을축, 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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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품계가 낮아 당상관이 되지 못하였다. 이우증은 의욕적으로 항거왜인의 접대, 도
항선의 선척 조사, 상행위의 단속 등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하였다.30) 조정의
방침에 따라 삼포 책임자들이 통제를 강화하자, 왜인의 불만은 고조되어, 삼포왜란
이 일어나게 되었다.
3) 삼포왜란의 발발
중종 4년 4월 대마도주 종재성(宗材盛)이 죽자, 새 도주 종의성(宗義盛)의 도서를
받기 위해 종성명(宗盛明)이 조선에 파견되었다. 제포·부산포 항거왜인은 종성명에
게 불만을 호소하고, 대관(代官)에게 부탁하여 무장봉기를 계획하였다. 종의성은
200여 척의 배를 보내어, 삼포 항거왜인의 폭동을 도왔다. 중종 5년(1510) 4월 4일,
제포·부산포의 항거왜추가 4천～5천여 명을 이끌고 제포·부산포를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부산포첨사 이우증이 피살되고, 제포첨사 김세균(金世鈞)이 붙잡혔다. 조
선인 272명이 죽고, 민가 796호가 불탔다. 일본인도 295명이 참획되고, 배 5척이
침몰되었다. 삼포왜란은 15일만에 진압되었으나,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 당하는 등
양측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
염포의 피해 상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부산포·제포·염포·다대포·가
라(加羅)·이산(伊山)은 포마다 병화를 입고, 배가 불탔다거나,31) 염포·부산포·동
래·제포·웅천·거제의 각포를 침노하였다고32)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피해가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염포의 항거왜인들은 삼포왜란이 진압된 후, 전에 살던 곳으로
도로 돌아갔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이들과 화친할 생각이 없는데도, 전에 살던 곳으
로 들어가자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하면서, 다시 난을 일으킬까 걱정하였다.33)
부산포에 침입한 왜인이 제포로 돌아간 것을 보고, 이것은 군사를 합하여 거제와 수
영을 공략하려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동래의 군사가 마음을 늦추는 것을 틈 타 공략
하려는 것으로 보고, 도원수와 부원수 안윤덕(安潤德)에게 명령하여 울산 등 여러 진
에 조치하도록 하였다.34)
한편 삼포왜란 때 염포에서는 여왜(女倭) 미지개(未之介)를 잡았다. 이 여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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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村井章介, 앞의 책, 166～167쪽.
31)『중종실록』권 11, 중종 5년 4월 을미.
32)『중종실록』권 11, 중종 5년 4월 기해.
33)『중종실록』권 11, 중종 5년 4월 정유.
34)『중종실록』권 11, 중종 5년 4월 경자.

마도로 돌려보낼 것인가, 내지에 두어 일본인이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을
기다린 후에 돌려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후에 영의정 유순(柳
洵)의 주장에 따라, 멀리 떨어진 잔읍의 노비로 삼았다.35)
삼포왜란이 일어난 지 두 달 남짓 후인 6월 23일, 왜선 250여 척이 안골포성을 포
위 공격하는 왜변이 다시 일어났으나 웅천현감 소기파(蘇起坡)가 물리쳤다. 6월 27
일에는 왜선이 안골포성을 다시 공격했는데, 경상우병사 유담년(柳聃年)이 격퇴하였
다.36) 이처럼 삼포왜란 이후에도 왜변이 계속 일어나자, 정부에서는 방어책을 강구
해 나갔다. 경상도병사에게 내려준 비어방략(備禦方略)에 따르면 적이 큰 세력으로
올 경우 작은 보루의 병력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니, 좌도에서는 해운포를 동래
제석곡에 합하고, 다대포는 부산포에 합하며, 두모포는 기장에 합하고, 군영포(軍營
浦)는 서생포(西生浦)에 합하며, 우도에서는 우고개를 성고개에 합하고, 율포는 지세
포에 합하여 대변(待變)할 것37)이라 하여, 군영포를 서생포에 합하여 그 병력을 강화
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4) 염포의 패쇄
삼포왜란이 일어나자 즉시 대마도와 통교를 중단하였다. 왜란이 진압된 지 1년 후
에 일본 막부는 승려 붕중( 中)을 국왕사로 파견하여, 강화를 제시하고 통교 재개를
요청하였다. 조선에서는 통교 단절이란 강경론도 나왔으나, 조건부로 화의에 응하였
다. 강화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대마도주가 삼포왜란 주모자의 목을 바칠 것,
잡혀간 사람을 송환할 것 등 조선측 요구조건을 이행하였다. 통교 단절로 동남아시
아산 후추와 단목(丹木)의 수입이 곤란해지자 조선도 완전한 단절을 바라지 않았다.
이에 중종 7년(1512에
) 임신약조를 맺어 교역의 재개를 허락하였다. 약조는 삼포에
서의 일본인 거주 불허, 대마도주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감축, 포소와 해로
의 제한 등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왜란 전에 비해 교역조건을 대폭 제한하는 조선의 강경한 입장이 반영된 약조였
다. 이 약조에 따라 포소는 제포 한 곳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다가 중종 16년(1521)
부산포가 추가되었다. 1544년(중종 39) 왜선 20여 척이 경상도 사량진을 침략, 약탈
한 사량진왜변으로 포소가 다시 폐쇄되었다가, 명종 2년(1547) 정미약조로 부산포
35)『중종실록』권 11, 중종 5년 5월 임술.
36)『중종실록』권 11, 중종 5년 6월 갑인 ; 7월 을묘.
37)『중종실록』권 12, 중종 5년 8월 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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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으로 제한되었다. 제포·부산포와 함께 삼포로 존재하던 염포는 삼포왜란으로
포소 왜관이 폐쇄되고 이후 개항되지 않았다.
조선전기 일본과의 교린관계는 명의 책봉체제를 전제로 전개되었지만, 책봉체제
가 절대적 전제조건은 아니었다. 일본이 책봉체제에서 벗어난 후에도 교린관계는 유
지되었다. 일본국왕과는 대등관계를, 대마도주를 비롯한 지방세력과는 상하관계를
맺는 다원적이고 중층적인 교린관계를 유지하였다.
대일관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왜구 문제였다. 이를 위해 외교적 교섭, 군사적 대
응, 회유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왜구에 대한 최후의 군사적 대응은 대마도
정벌이었다. 왜구를 근절시키고 통교체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통교체
제가 확립되면서 사절 왕래가 빈번하였다. 일본에 간 사절 중에는 울산 출신 이예,
이종실 부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왜구가 평화적인 통교자로 변하고, 향화왜인, 흥리왜인, 사송왜인들이 늘어나면
서, 많은 일본인들이 조선의 각 포구에 머물렀다.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태종 7년에
부산포와 내이포가 개항되었다. 세종 8년에는 염포가 추가되면서, 삼포 포소가 확립
되었다. 삼포 가운데는 염포가 가장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염포에 많은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일본 사신이 상경하는 중요한 출발지로 자리잡으면서, 울산은 조선전기의
대표적인 대일 외교·무역도시로 발전하였다.
삼포에 거주하는 항거왜인이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났다. 조선은 항거왜인을 줄이고 접대를 간소화하는 등 긴축재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인들은 왜구화하여 약탈을 일삼았다. 조선이 더욱 강경하게
왜관과 일본인들을 통제하자, 일본인들은 중종 5년에 삼포왜란을 일으켰다.
삼포왜란은 염포가 폐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삼포왜란 이후 중종 39년의
사량진왜변, 명종 10년의 을묘왜변 등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대일관계는 더욱 악화
되었다. 삼포왜란을 계기로 크게 무너진 대일 교린관계는 선조 25년(1592의
) 임진
왜란으로 종말을 고하고, 양국간의 국교는 단절되고 말았다.
<김동철,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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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임진·정유왜란과 울산

신라 문무왕은‘자신은 죽어서라도 동해의 호국룡(護國龍)이 되겠노라’
는 유언을
남겨 왕의 유골을 대왕암(大王岩)에 장사(葬事)지냈다는 기록이 있다.1) 왜구(倭寇)의
침략이 오죽했으면 그런 유언을 남겼겠는가를 연상하게 한다. 울산은 바로 이 문무
왕이 지키려 했던 동해바다에 연해있는 고을이다. 그러므로 울산은 신라 이래 항상
왜구의 침입에 직면해 있었다.
울산은 고려말 조선초기에도 빈번하게 왜구의 침입을 받았다. 조선 태종이 왕위를
세종에게 물려준 후에 대마도를 정벌하여 왜구의 침입이 잠잠해 졌고, 이에 따라 세
종 25년(1443)에 계해조약을 체결하여 동래 부산포와 웅천 내이포 및 울산 염포를
개방하고 왜인들의 내왕과 무역을 관장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염포와 서생포에 만호
영을 설치하여 왜적을 방비하였고, 세조조에는 개운포에 수군도절제사영을 설치하
여 왜적 방어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렇듯 울산은 대왜 방어와 교린의 최전방이었다. 그러므로 왜인이 침략으로 전환
하면 언제나 최전선에 노출되곤 하였다. 중종 5년(1610에
) 일어난 삼포왜란에서 염
포에 거주하는 왜인들이 난동을 부린 일도 그 단적인 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진 정
유왜란 당시에 울산은 왜군의 유린으로 인명과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
나 울산은 이러한 속에서도 의병의 활약과 도산성 전투로 왜군의 북상을 저지하여
왜란을 극복하는데 커다란 공적을 남겼다.
이러한 관점에서 임진 정유왜란 당시 울산은 어떠한 전투와 어떠한 피해를 입었으
며, 전쟁과정에서 어떠한 인물들이 활약하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왜란의 대략적인
진행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 울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인 언양·서생포·염
포·양산·경주 등지에서 벌어진 전투 과정과 그 의미,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의 관군
및 의병들의 활약상에 관하여 설명하려 한다.
울산지역에서의 왜란의 경과에 대하여는 이형석의 임진왜란 전반에 관한 방대한
연구에 포함되어 있고,2) 향토사적 연구로는 이유수의 업적이 유일하다.3) 이글의 작

1)『삼국유사』권 2, 기이 2, 문무왕법민.
2) 이형석, 1976,『임진전란사』상·중·하, 신현실사.
3) 울산지역의 임란사를 소상하게 밝힌 저서로는 이유수, 1999,『울산 임란사』
, 울산문화원이 있다. 이 책은
1996년에 발간된『울산향토사연구논총』
에 수록된「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
와「속 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
를 합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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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크게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1. 임진왜란의 역사적 성격과 그 전개과정
1) 왜란의 역사적 성격
우리 나라의 역사가 근대적 학문의 틀을 갖추고 기술되기 시작한 것은 불행히도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중의 일이었다. 일제는 그들의 조선 병합과 식민통치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총독부 직속의‘조선사편수회’
를 설치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동원
하여 한국의 역사를 극심하게 왜곡하였다. 이러한 소위‘식민지사관’
의 피해는 엄청
난 것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알게 모르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기도
하였다. 임진왜란에 관한 기술도 예외가 아니어서 일제는‘월등한 왜군에 의하여 일
방적인 패퇴를 거듭하던 조선은 명의 원군이 아니었다면 회생하지 못하였을 것’
이
라는 식의 설명으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해방이후 많은 한국학 연구자들에 의하여‘식민지사관 탈피’작업이 꾸준히
진행된 결과 이러한 식민지사관에 입각한 국사의 왜곡부분은 대부분 교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왜란 초기의 극심한 혼란과 졸전 및 패퇴 부분은 아직도 그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의혹을 불식시켜 주고 새로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그 동안의 연구성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1984년 단국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한국 중세 문화의 특성』
세미
나와 좌담회에서에서 발표되었던 한·중·일 3개국 학자들의 연구발표는 많은 시사
4)를
점을 던져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에서『임진왜란과 한·일 무역 관계』

발표한 일본의 다나카(田中健夫) 교수에 따르면, 일본 학계에서는 임진왜란의 원인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한다.
①조선을 중개로 해서 명(明)과의 통교무역을 부활하고자 했다.
②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공명심·정복욕에 의한 것이다.
③영토확장에 따라 신하의 영지(領地)를 증대시키려 한 것이다.
역
사

506

④토요토미의 전제적인 성격에 유래한다.
⑤토요토미 비판의 눈을 외정(外征)으로 향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상 다섯 가지의 원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견해는 ②, ③항

4) 田中健夫, 1985,「임진왜란과 한일무역관계」
,『동양학』제15집(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507쪽.

및 ⑤항이라고 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그들이 임진왜란의 성격에 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학계에서는 왜란발생의 원인 보다도 왜란의 전체적인 성격 구명에 더
역점을 두고 있다. 허선도 교수는 위의 세미나에서‘일제시대에 일인 학자들에 의해
서 강조된 식민지사관의 산물인 패배의식을 극복하는 것이 임진왜란을 정확히 인식
하는 첫 출발’
이라며, 실제로‘임진왜란 때 조선이 패배한 것은 난 초기의 2개월 뿐
이며, 그 이후는 우리가 명군의 도움을 받아 왜군들을 격퇴시키는 승전과정으로 이
해하여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였다.5)
같은 세미나에서 이태진 교수도“16세기의 동아시아는 상당한 사회·경제적인 발
전을 보이고 있었고, 한·중·일 3국간의 국제무역도 상당히 활발한 양상이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은 중간적인 입장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 15세기에 농업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농업경제력이 신장되고, 16세기에는 지방 장시(場市)가 전국화되
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조선이 문화적인 면에서만 앞섰던 것이 아니
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등 뒤떨어진 상황이 아니었다”
고 하여 허선도 교수의 주장
을 뒷받침해 주었다.6)
부연해서 설명하자면, 임진왜란은 일제의 식민지사관에 의해서 오랜 기간‘일방적
인 패배’
로 서술되고 인식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왜군의 기습을 받은 초기 전투에서
만 패배를 당한 전쟁이었으며, 그 이후의 과정은 왜군을 격퇴시키는 승전의 과정이
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것은 16세기 일본에 앞선 조선의 농업경제력
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선진문화였다는 것이다.
2) 왜란 발발과 초기의 전투상황
1392년에 건국된 조선왕조는 1592년 임란이 발발할 때까지 200년 동안 유사 이
래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처럼 내우외환이 끊임없던 시기와
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태평성대가 계속되었다. 여진정벌이나 대마도정벌 등
의 전쟁은 단기간에 걸친 승리의 행군일 뿐이었다. 그러는 동안 한글 창제, 주자학
발달, 인쇄술 발전 등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고, 농경기술의 발달로 인구가 증가하고
농경지도 크게 늘어났으며, 따라서 국부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간의 평
화적 사회분위기는 숭문천무(崇文賤武) 사상을 팽배케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군사제
5) 허선도, 1985,「임진왜란론」
, 앞의 책, 457～472쪽.
6) 이태진, 좌담회 발언, 앞의 책, 528～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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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날로 해이해져 갔다.
임진왜란은 조선왕조의 의무병제가 무너져가고 아직 용병제(傭兵制)와 같은 새로
운 제도가 만들어지기 이전 즉 군사적 공백기라고도 할 수 있는 시기에 일어난 일종
의 기습이었다.7)
선조 25년 임진년(1592) 4월 13일에 부산 앞 바다에 나타난 왜군은 다음 날 바로
부산진을 함락하였다. 이들은 승승장구하여 고니시 유기나가(小西行長)는 불과 18일
만인 5월 2일에는 서울을 함락시키고 6월 14일에는 평양에 입성하였다. 불과 2개월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고니시의 이러한 전광석화같은 진격속도에 뒤질세라 가또오
기요마사(加藤淸正)도 울산과 경주를 거쳐 서울에 합류하였다가 동북방으로 진출하
여 6월 17일에는 함흥을 점령하였다.
왜국보다 우수한 문화와 과학문명을 자랑하던 조선이 전쟁 초기에 이처럼 참담한
패전을 당하여 훗날‘바람만 불어도 무너졌다
［望風而壞］
’
는 비난을 듣게 된 것은,
전쟁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적의 기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처음 접하
게 된 조총(鳥銃)에 혼비백산하였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병영에 집결해야 하는 농민
들이 부모와 처자를 이끌고 모두 산간으로 피난하기에만 급급하였으니 전국의‘성
과 읍이 모두 비게
［空城虛邑］
’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8)
이리하여 거진(巨鎭)의 명관(名官)들도 무군지장(無軍之將)이 되어 패주할 수 밖에
없었다. 당시 조선에서 최고의 명장으로 인정되던 신립(申砬)이나 이일(李鎰)도 처음
부터 지휘할 만한 장령이나 군사가 없어서 현지에서 급히 모집한, 병기도 제대로 갖
추지 못한 오합지졸들을 규합하여 대적하다보니 참패를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9)
3) 침공 왜군의 전략과 전술
왜국은 조선과는 달리 약 100여 년 간의 전국시대(戰國時代)를 거치며 각지의 호족
과 군벌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15세기 중엽부터 불어닥친 서세동점(西勢東漸)
의 영향을 동양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일찍 받아 스페인·포르투갈의 선교사와 상인
들의 내왕이 빈번하였으며, 그들에 의하여 천주교와 서양의 각종 문물이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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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만길, 1973,「한국사의 관점-16세기의 변화와 임진왜란의 의의」
,『한국사의 반성』
, 신구문화사, 41쪽.
8)『龍蛇日記』
, 을유문고, 1974, 67쪽 108쪽. 이 문헌은 임진왜란 당시 경상우도 초유사(招諭使) 김성일(金誠
一)을 수행하여 경상도 각지를 순회하며 의병을 초모(招募)하던 이노(李魯)의 일기이다.
9) 이형석, 앞의 책, 상권, 259 275～276쪽.

전은 재래식 무기인 활과 창검을 위주로 한 전술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호족·군벌 중 조총부대를 제일 먼저 편성하여 활용한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는
가장 강력한 군벌로 성장하여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나 부하의 배신으로
자멸하였고, 그 뒤를 이어받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각지의 호족과 군벌들은 강력한 병력과 광대한 식읍(食邑-領地)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토요토미로서는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이러한 형세하에 토
요토미는 대륙침공 계획을 세우고 각지의 강력한 호족·군벌들의 주력 부대를 침략
전에 내몰게 된 것이다.
호족·군벌들은 과거의 은원(恩怨)이나 친소(親疎)관계에 따라 저마다의 이해관계
가 복잡하게 얽혀 있던 이질적인 존재들이었는데, 히데요시의 위세에 눌려 어쩔 수
없이 자기 영지의 군대를 이끌고 출전하게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였으니 이들은 침
략전쟁 중에서도 시종 질시와 반목으로 일관하였으며, 특히 명(明)의 특사 심유경(沈
惟敬)과의 강화회담에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을 노골화 하였다. 고니시는 전세의 불
리함과 본국내 자기 영지의 사정상 조속히 귀환할 것을 원한 나머지 적당한 선에서
회담을 조기 타결할 심산이었던 반면, 가또오는 토요토미의 야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실성 없는 조건을 내걸어서 강화회담을 지연시켰던 것이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조총으로 무장한 왜군은 전투 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못한 조
선 각지의‘공성허읍’
들을 무인지대를 휩쓸 듯 북진을 거듭할 수 있었다. 이들은 오
로지 속전속결로 북진만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점령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군수 보급
로와 통신 거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거점 도시에만 소수병력을 배치하였다. 그 결과
후일 각처에서 봉기한 의병들에 의하여 이 거점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그런데 더더욱 침공전략에 큰 차질을 빚게 한 것은 수군(水軍)의 연전연패였다. 본
래의 전략대로 왜 수군이 조선 수군을 제압하여 서해를 따라 북진하며 보급로를 확
보할 수 있었다면 전쟁의 상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다. 험준한 지형 때문에 육상
보급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각처의 의병들이 야음을 틈타 보급기지와 보
급로 수송부대를 습격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군량 부족에 허덕일 수 밖에 없었
던 것이다.

2. 명군(明軍)의 내원(來援)과 왜군의 후퇴
1) 서울 수복과 왜군의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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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란이 발발한 이후 연이어 패보(敗報)가 날아들자 조정에서는 급히 명에 원군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명에서는 신흥하는 여진족의 위협과 왜군의 자국 해안으로의 침
공을 우려한 나머지 쉽게 파병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조선 왕의
특사가 몇 차례나 급보를 전하고 원병을 요청하게 되자, 명의 조정 대신들간에도 명
과 조선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으므로 조선국왕이 압록강을 건너기 전에
빨리 원병을 보내자는 의견이 우세해 갔다. 결국 문관 송응창(宋應昌)을 총지휘관인
경략(經略)으로 임명하고 무관 이여송(李如訟)을 제독(提督)으로 삼아 임진년 12월에
4만 3천여 명의 대군을 영솔하고 압록강을 건너게 하였다.
다음 해인 계사년(선조 26년, 1593) 1월 9일에 조·명(朝·明) 연합군은 고니시가
웅거하고 있던 평양성을 수복하였으며, 이에 따라 함경북도까지 진출했던 가또오군
도 철수를 시작하였다. 그 해 3월경에는 각지의 왜군들이 서울에 집결하였으나 군량
이 부족한데다 각지의 조선 관군과 의병들이 왕성 탈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시시
각각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으므로 단계적인 철수작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본국의 토요토미는 유리한 조건하에서의 강화회담을 고집하고 있었으므로
그 결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10월경 4만여 명의 잔류군만을 부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
남해안 각지에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두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 때 잔류한 왜군은 남
해안 지역에 부산성에 6천여 명, 동래성에 3천여 명, 거제영등포성에 2천여 명, 가
덕성과 김해성에 5천여 명 등이었다. 여타 지역에는 수백 내외의 군사를 근접 배치
하여 서로 연락을 취하며 응접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울산과 서
생포에 가또오와 몇 명의 장령들이 역시 근접 분점의 형태로 성을 쌓아놓고 장기 농
성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2) 강화회담 결렬
조선에 출정했던 왜장들 중에서 가장 지모가 뛰어난 장수는 고니시였다. 훗날 명
군 제독 유정(劉綎)은 그를 만나본 후‘하늘이 영걸(英傑)을 해외에 낳게 하였으니
중국이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찬탄해 마지않았다. 그가 평양까지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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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길 수 없음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정세 판단 아래 명사
(明使) 심유경에게 은근히 강화할 뜻을 전달하였으니, 실로 그의 심모원려(深謀遠慮)
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진년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고니시와 심유경 사이의 강화회담은 전쟁 진

행 상황에 따라 각각 자국의 이해득실을 따
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당시의 교통·통신
수단으로는 강화회담을 단기간 내에 끝내기
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더욱이 토요토미의 과대망상적인 요구조
건은10) 심유경의 입지를 크게 제약하는 것
이어서 이러한 요구조건을 명이나 조선 정
부에 납득시킬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생포 왜성

심유경은 적당히 자국 정부를 속이며 사태
의 변화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전선은 동남해안에서 고착
된 채로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의 강화회담 진행에 관
한 의혹만 커갈 뿐이었다.
강화회담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것은, 고니시나 심유경의 회담에 의구심이 커진
명조에서 토요토미의 본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울산의 서생포에 주둔하고 있던 가또
오와의 회담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이리하여 전후 4차례에 걸친 서생
포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이 회담은 특히 서생포에서 열리고 울산의 인사들이 다수
관여했다는 데서 중요하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11)
가. 제1차 회담(선조 27년 4월 13일)
조선군 도원수 권율(權慄)은 명군 도독 유정의 요청에 따라 승병장(僧兵將) 유정
(惟政, 사명당)을 서생포 일본군영에 보내 가또오를 만나서 설득케 하고, 겸하여 적
의 정세를 살펴보게 하였다. 이 날 유정은 도원수 군관 신의인(申義仁)과 경상좌병사
군관 이겸수(李謙受) 및 무과 출신 양몽해(梁夢海), 그리고 통사 김언복(金彦福) 등
승려, 속인 합계 20여 명의 인원을 거느리고 가또오의 본진으로 찾아가 사전 약속대
로 가또오를 만나게 되었다.
가또오는 유정에게 고니시와 심유경과의 강화교섭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
10) 토요토미가 강화회담에서 제시한 요구조건은 ①명의 황녀(皇女)를 일본 왕의 후비(后妃)로 줄 것 ②조선 8
도중 4도를 떼어줄 것 ③무역관계를 복원할 것 ④조선의 왕자 1인을 일본에 영주케 할 것 ⑤조선의 대신
들을 인질로 보낼 것 등이었다. 명의 특사인 심유경조차도 이를 황제에게 곧바로 보고할 수가 없어 토요토
미를 왜왕으로 임명해주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식의 거짓 보고를 올리게 되었다. 후에 이러한 사실이 탄로
나 심유경은 사형에 처해졌다.
11) 이형석, 앞의 책, 중권, 880～8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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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정의 의견을 물어본 뒤 강화회담의 요구조건 5개항을 제시하며 그 조건들이 받
아들여 질 수 있는가를 물었다. 그 5개항의 조건이란 토요토미가 지령한 내용 그대
로였다. 이에 대하여 유정은 고니시와 심유경의 교섭도 성공치 못할 것이라고 답하
고, 5개항의 조건도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설파하였다. 이에 관하여
가또오는 화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본은 다시 침공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여 이
회담은 별 성과없이 끝났다.
나. 제2차 회담(동년 7월 12일)
유정은 7월 6일에 울산군수의 군관 장희춘(蔣希春)으로 하여금 미리 가또오에게
재차 회담할 것을 통보하게 하고 12일 서생포를 다시 찾았다. 일행은 주부(主簿) 이
겸수와 판관(判官) 최복한(崔福漢), 경상좌방어사 군관 김언복, 그리고 장희춘 및 유
정이 거느리는 수문장 김사식(金思湜)과 무과 출신 임언호(林彦豪), 김유엄(金有儼)
및 호위병 등 37명이었다.
가또오는 전에 제시한 5개 요구 사항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묻고 2개항을 추
가하였는데, ①명의 1명을 인질로 줄 것 ②명은 어떠한 인물로써 일본에 통신할 것
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유정은 이전의 5개조항에 관해서는 이미 전에도
말한 바 있으며, 이번에 올 때 가지고 온 도독부의 문서에도 같은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이번에 추가한 2개 조건에 관해서는 명 도독의 판단에 따르겠
다는 뜻으로 말하고 다시 회담할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다. 제 3차회담(동년 12월 23일)
유정은 이때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의 관직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영남으로
내려와 도원수부에 머물고 있었다. 그는 경주로 가서 이겸수와 장희춘 등으로 하여
금 가또오에게 서신을 보내어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 하니 가또오가 울산 성황당 강
어귀에서 만나자고 회신하였다. 23일 유정은 좌병사 군관 변익성(邊翼星)과 정희소
(鄭希韶), 방어사 군관 권응두(權應斗), 무과 출신 송인해(宋仁海), 사복(司僕) 이학남
(李鶴男), 주부 이겸수, 직장 (直長) 장희춘, 통사 김언복을 비롯하여 자신의 직속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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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인 정관(正官) 김사식과 김응진(金應珍), 부정관 안순장(安順長)과 호위병 30여명
을 거느리고 좌병영성 동쪽 일본군의 군영으로 갔다.
그러나 가또오는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그보다 부장을 시켜 믿을 수 없다는
등의 불만을 토로할 뿐이었다. 이에 유정은 이겸수 등으로 하여금 왕자의 서신과 매,
표범가죽 등을 선물로 가또오에게 전하게 하고 경주로 돌아왔다. 이에 이겸수 등이

서생포영으로 가서 선물을 전하고 답신을 받아 돌아 왔다.
라. 제 4차회담 (선조 28년 3월 3일)
명의 경략 손광(孫鑛)은 파총(把摠) 장응룡(章應龍)과 도사(都司) 신무룡(愼懋龍),
채원상(蔡元相) 등 3인을 특사로 삼아 고니시와 가또오에게 보내어 강화회담에 관한
그들의 의중을 알아보게 하였다. 일행은 2월 28일에 경주에 도착하여 서생포에 있
는 가또오의 영중에 먼저 서신을 보내 회담을 요청한 결과 3월 2일에 통사와 군관
등 네사람을 거느리고 울산 앞바다에 도착하여 가또오가 보낸 안내인을 따라 서생포
에 가게 되었다.
이때 가또오는 또다시 앞에 말한 5개항의 강화조건을 장응룡 등에게 보인 다음
‘고니시가 처음 평양에서 패한 뒤 토요토미가 고니시를 죽이려 하자 고니시가 반드
시 이 5개 조항을 이루어 놓겠다고 맹서하였으므로 토요토미가 그 성공 여부를 기다
리게 된 것이다. 이제 고니시가 이 5개항을 제쳐놓고 딴 장난을 하면서 양국의 수뇌
들을 속이고 있으니 이들이야 말로 간악한 도배가 아니겠느냐’
라며 격분해 마지않
았다. 이들 일행은 가또오가 경략 손광에게 보내는 서신을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
결국 강화회담은 실패로 돌아갔던 것이다.
3) 정유재란의 발발
명 황제는 심유경의 건의를 받아들여 토요토미를 왜왕으로 임명한다는 책봉사(冊
封使)를 파견하였다. 선조 27년(1594)) 12월 30일에 책봉정사(正使)에 이종성(李宗
城), 부사(副使)에 양방정(楊方亭)을 임명하였다. 이들은 선조 28년(1595) 4월 28일
서울에, 11월 22일 부산에 도착하여 왜군영에 체류하였다. 그러나 선조 29년(1596)
4월 3일에 이종성이 탈주하였으므로 양방정이 정사가 되고 심유경이 부사가 되어
그 해 9월 2일에 왜국에 가서 토요토미와 회견하게 하였다. 이 때 조선 조정에서도
통신사(通信使) 황신(黃愼) 일행을 보냈다. 이러한 명의 조치에 크게 노한 토요토미
는 명에 농락 당하여 세월만 지연시킨데 격분하여 선조 30년(1597에
) 다시 한 번 대
군을 파견하여 조선을 침공하게 되었다. 이 해가 정유년이었으므로 이를 정유재란이
라 부른다.
토요토미는 조선통신사와 명의 책봉사를 추방하고 곧 재침 준비에 들어갔는데,12)
12) 왜에서 추방당한 책봉사 일행은 선조 30년(1597) 2월 15일에 본국으로 귀환하여 보고하였다. 명 조정에서
는 책봉불성립의 책임을 물어 그 해 7월 15일 심유경을 사형에 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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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국에 돌아가 있던 가또오는 선조 30년(1597) 1월 14일에 서생포 왜진에 다시
돌아왔다. 고니시도 뒤이어 웅천포에 귀임하였다. 그 후 영지(領地)의 사정에 따라
각 장령들이 속속 바다를 건넜으며 왜군 주력 부대들이 대거 부산에 상륙한 것은 그
해 7월 8일이었다.
가. 조선 수군의 붕괴와 왜군의 호남 진출
임진년의 실패를 교훈삼아 왜 수군은 조선 수군에 못지 않은 큰 전선(戰船)을 이미
건조하였으며, 전선에 각종 화포까지 갖추어 조선 수군과 대등한 싸움을 할 수 있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반면 조선 수군은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李舜臣)이 조정
의 명령을 등한히 하며 남의 전공(戰功)을 자기의 것으로 가로채 장계를 올려 왕을
속였다는 등의 죄목으로 서울로 압송당하였다. 그 후임으로 개전 이래 이순신과 공
을 다투던 원균(元均)이 임명되었으나 미처 지휘권을 확보하지 못한 시기에 왜군과
의 전투를 맞이하여 대패의 치욕을 안게 되었다.13)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도원수 권율은 수차에 걸쳐 수군의 출동을 명령하였
으나, 통제사 원균은 부산포 해전의 예를 들며 공격에 나서려 하지 않았다.14) 권율은
원균을 잡아다 장벌(杖罰)을 가하고 즉시 부산포를 향하여 출동할 것을 명령하였다.
할 수 없이 출동한 조선의 3도 수군 166척은 미리 준비하고 있던 왜 수군 430여 척에
의하여 칠천량 해전에서 궤멸되고 말았다.15) 이에 놀란 조정에서는 선조 30년 6월 22
일 이순신을 복직시켰다. 복직한 이순신은 8월 28일에 진도(珍島)에 지휘부를 설치하
고, 9월 2일에는 명량(鳴梁)대첩을이끌어내어 다시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나. 왜군의 북상 시도와 패퇴 철군
조선 수군을 성공리에 격파한 왜군은 당당하게 호남지방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가또오는 웅거하던 서생포에서 서진을 시작하였다.(선조 30년 7월 22일)
왜군 총사령관 우키다 후다이에(宇喜多秀家)는 사천을 거쳐 남원으로 진격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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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정일, 1981,「원균론」
,『역사학보』89 참조.
14) 상승의 조선 수군이 동남 해안 일대의 왜군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조 25년 9월에 3도
수군이 총 출동하여 부산포를 공격했으나 왜적들은 전부 산등성이에 참호를 파고 조총부대로 하여금 끊임
없이 사격만 함으로 도저히 상륙할 수 없었으며, 이 해전에서 녹도만호(鹿島萬戶) 정운(鄭運)이 전사하였
다. 그 이후 남해안 각지에 잔류 농성하는 왜군을 격퇴하기 위하여 육해군이 서로 합동작전을 펴서 공격해
보기도 하였으나 왜군의 진지가 견고하고 적이 결사적으로 방어하여 큰 손실만 보고 있었다. 그 후로도 도
원수 권율은 끊임없이 수군의 공격을 명령하였으나 수군측에서는 산등성이에 진을 치고 있는 왜군을 바다
로만 밀어내 준다면 일거에 격멸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15) 칠천량 해전 참패의 전말에 관해서는 이정일, 앞의 논문 참조.

해 8월 15일 남원성과 황석산성을 공략하고 24일에는 전주를 점령하였다. 그러나
왜 수군 못지 않게 조선의 육군도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
하고 포수·사수·살수 등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하는 한편 신병기를 대량으로 제작
하고 군량미를 비축하는 등 전투 준비에 진력하였으므로 군세(軍勢)가 왜란 초기와
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앞서 왜군 주력군이 철수할 때 본국으로 귀환하였던 명군도 왜군이 대병력으로 재
침할 것이라는 보고가 올라오자 황제의 명을 받아 4만여 명의 대군이 다시 원병으로
오게 되었다. 이리하여 칠천량 해전에서 승리한 후 전라도와 충청도까지 북상하려는
왜군과 조·명연합군은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다. 이때 명량해전에서 왜 수군이
복직한 이순신의 조선 수군에게 참패하고 명의 수군 도독(都督) 진린(陳璘)의 전선
500여 척도 원군으로 참전했다는 정보가 들어오자 왜군 중 좌군(左軍)은 장성과 나
주에서 후퇴하고 우군(右軍)도 따라서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가또오군도 보은 전투에서 조·명연합군에게 패퇴하여 그 해 10월 7일에 서생포
와 울산으로 돌아와서 다시 농성에 들어갔다. 그 이외의 장령들도 양산·동래 등지
에서 농성하며 토요토미의 다음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후 토요토미가 중병에 걸리게 되자 왜군 장령들은 서서히 철수하기 시작하였
다. 마침내 선조 31년(1598) 8월 16일 토요토미가 사망하자 전군에 철퇴명령이 하달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 출병한 왜군들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토요토미의 사망 사실
은 한동안 극비에 부쳐졌다. 동남해안 각지에 농성하고 있던 왜군 장령들에게는 고
위급 특사를 파견하여 사망 사실과 철군 명령을 직접 대면하여 전달하게 하였다. 그
러므로 왜군의 철수가 완전히 이루어 진 것은 선조 31년 11월 20일이 지난 후였다.
이리하여 조선의 국토와 백성을 병화(兵禍)의 와중으로 몰아넣었던 처참한 전란은
7년 만에 끝이 났다. 전란 중에 조선의 백성들은 왜군에게 뿐만 아니라 원군으로 참
전하였던 명군에게도, 심지어는 조선의 관군과 의병에게까지도 심한 약탈과 폭행을
당하여 그 참담함이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르렀다.

3. 임진왜란 초기의 울산과 그 인근 지역 상황
1) 경상좌수영과 좌병영의 붕괴
경상좌수사의 본영(本營)은 동래에 있었고 수군첨절제사(이하 첨사)의 영(營)은 부
산포에 있었다. 수군 우후(虞侯)는 본영에서 수사를 보좌하였으며, 수군 만호(萬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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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은 두모포(豆毛浦), 감포(甘浦), 해운포(海雲浦), 칠포(漆浦), 포이포(包伊浦), 오
포(烏浦), 서생포(西生浦), 다대포(多大浦), 염포(鹽浦), 축산포(丑山浦) 등지에 만호
영을 설치하고 있었다.
여기의 첨사 및 우후, 만호들은 현지에서 실병(實兵) 지휘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지휘관들이다. 병선과 병사 및 병기들도 이들의 관할 지역에 산개되어 있었다. 그러
므로 개전 초기에 경상좌수사 박홍(朴泓)이나 우수사 원균(元均) 등이 겁이 나서 수
하의 1만명이나 되는 병사와 전선을 버리고 도망쳤다고 하는 것은 실정을 제대로 파
악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라고 할 것이다.16)
임진왜란의 성격과 그 전개과정에서도 설명한대로 왜적의 기습을 받은 경상좌도
와 좌도에 인접한 우도 고을의 농민과 어민들이 가족을 이끌고 산간으로 피난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무군지장이 될 수밖에 없
었다. 이들은 왜군의 진격을 막아낼 도리가 없을 만큼 모든 병·수영의 조직과 기능
이 이미 와해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할 때 경상좌수영은 난 초기에 이미 붕괴되었다. 그 후에도 왜
수군은 조선 수군을 두려워하여 경상좌수사 관할지역인 동남해안 곳곳에 축성을 하
고 진지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경상좌수군은 정유재란 직전에야 일부 재건될 수 있었
던 것이다. 박홍은 왜란 초기의 이러한 사정이 감안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의주의 행
재소(行在所)에서 다시 우위대장(右衛大將)으로 기용되고 각 전선에 참전할 수 있었
던 것이다.17)
경상좌병사의 본영은 울산에 있었다. 그 휘하의 병마절제사 1인은 경주진(慶州鎭)
을 관할하였다. 병마 우후 1인은 본영에서 병사를 보좌하고, 병마첨절제사(이하 첨
사) 2인은 안동진(安東鎭)과 대구진(大邱鎭)을 관할하였다. 병마동첨절제사 11인은
경주진 관할하의 울산·양산·영천·흥해 및 안동진 관할하의 영해·청송·예천·
영주·풍기와 대구진 관할하의 밀양·청도를 관할하였다.
위에 열거한 병마절제사 및 병마우후, 병마첨사, 병마동첨절제사들이 실병 지휘관
들이었고, 위에 설명한대로 무군지장이 되어버린 이들의 군사도 수군과 마찬가지로
조직과 기능이 난 초기에 이미 와해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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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산진 전투
16) 이정일, 위의 논문, 111～113쪽 참조.
17) 이형석, 앞의 책, 상권, 240쪽.

임진년 4월 13일 오후에 부산 앞바다에 도착한 왜군 1번대(一番隊)의 주장 고니시
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약 2만의 병력으로 부산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이 성을 지
키던 부산첨사 정발(鄭撥)은 수백 명도 안되는 병력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나. 동래성 전투
부산진을 함락시킨 고니시는 다음날 새벽부터 다시 동래성으로 향하였다. 급보에
접한 좌병사 이각(李珏)이 울산 본영으로부터 달려왔다. 그러나 적세가 대단한 것을
알고는 동래부사 송상현(宋象賢)에게 원병을 구해온다는 핑계를 대고 도망쳤다. 송
상현은 수백 명도 안되는 군사를 이끌고 끝까지 싸우다가 양산군수 조영규(趙英珪),
조방장 홍윤관(洪允寬), 군관 송봉수(宋鳳壽) 등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다. 밀양 부근 전투
17일 새벽부터 진격을 개시한 고니시의 주력은 양산성에 무혈입성하고(양산군수
조영규는 동래 전투에서 이미 전사) 18일에는 밀양성 공격을 시도하였다. 당시 경상
감사 김수(金粹)는 진주성에 와 있다가 급보를 듣고 여러 고을의 수령(守令)들에게
모든 군사를 동원하여 밀양성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상황은 이 곳도 비
슷하여 수령들은 도망가기에 급급하였다.
오직 밀양부사 박진(朴晋)만이 3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분전하다가 도저히 당
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는 군기(軍器)와 군량창고를 불태우고 퇴각했다. 왜적들은 역
시 무혈입성하였다. 그러나 박진은 분전한 공로와 적에게 군량미와 군기를 남기지
않은 공적을 인정받아 후에 경상좌병사로 기용되었다.
2) 울산 함락과 경주 공방전
가. 울산 함락
왜군의 1번대 주장 고니시가 부산에 상륙하여 부산성과 동래성을 공격할 때 2번대
주장인 가또오는 다대포와 서생포를 공격, 함락시켰다. 왜군들은 전국시대를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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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은 실전 경험과 숙달된 조총부대, 잘 짜여진 기마대, 창검대, 궁수대 등을 정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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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병력으로 돌진해 왔다. 실전 경험이 부족하고 군기도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조
선의 각 병영이나 수영들이 소수의 병력으로 이들을 상대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왜군 상륙부대의 침공 초기에는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다. 그들의 주 공격로

가 경상좌도이었기 때문에 경상좌도의 병영이나 수영은 어느 한곳 온전한 데가 없었
다. 특히 가또오군의 공격을 받은 서생포, 다대포, 염포의 만호영과 울산의 경상좌병
사 본영 및 언양, 경주성이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모두 붕괴됐다. 울산은 경상좌
병사의 본영이 있던 곳이었으나 좌병사 이각이 동래까지 갔다가 적의 위세를 보고
도망쳐 버렸다. 또 왜군의 2번대 주장인 가또오가 일찌감치 서생포를 점령하고 북진
하는 상황이었다. 울산이 이렇듯 공성허읍인 상태에 놓여져 왜군들은 큰 저항을 받
지 않고 무혈입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기할 것은 가또오군이 서생포와 울산을 점령한 후 즉시 울산의 읍성 및 병영성
과 서생포성 성벽을 허물어 자기네 방식대로 울산에는 울산왜성을, 서생포에는 서생
포왜성을 쌓아 훗날 전란이 끝날 때까지 이곳을 방어진지로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왜군은 침략 초기부터 울산 염포와 서생포를 먼저 공격했으며, 점령과 동시에 견고
한 축성을 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거리에 진지를 구축하였던 것이다. 이들은 후퇴하
여 강화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이곳에서 상당한 병력으로 끝까지 조 명연
합군의 공세를 방어하였다. 이어서 정유 재침 때에도 이곳을 본거지처럼 사용하여
나아가 공격하고 물러서서 지키는 교두보로 삼았다.
나. 경주 공방전

가또오는 2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4월 19일에 언양, 21일에는 경주에 쳐들어
왔다. 이 때 경주에는 신임 부윤(府尹) 변응성(邊應星)이 아직 부임하기 전이어서
판관 박의장(朴毅長)이 장수현감 이수일(李守一)과 더불어 수백 명의 군사와 백성
들을 모아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성밖에 나타난 왜군의 군세에 압도당하여 그냥
도주하고 말았다. 이를 제1차 경주성전투라 한다.18) 경주판관 박의장의 퇴각도 역
시 그 불가피함이 인정되어 후일 경주부윤으로 임용되었다.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인 8월 20일에 경상좌병사 박진은 경주판관 박의장, 의병장
정세아(鄭世雅) 및 전 의병대장 권응수(權應銖)를 군관으로 삼아 총병력 1만여 명으
로 경주성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언양 방면에서 왜의 대병력이 구원병으로 달려와
협공을 하자 전사자 600여 명을 남기고 안강 방면으로 퇴각하였다. 이를 제2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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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전투라 한다.19)
제2차 경주성전투에서 패하여 안강에 본진을 설치하고 주둔하고 있던 박진은 화
포장(火砲匠) 이장손(李長孫)으로 하여금 신병기를 개발하게 하였다. 오늘날 수류탄
18) 이형석, 앞의 책, 상권, 256쪽.
19) 이형석, 앞의 책, 상권, 478～479쪽.

비슷한 포탄을 대포에 넣고 발사하면 5～6백보를 날아가서 터지는 것이었다. 이를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라 명명하고, 공격준비를 더욱 치밀하게 한 후 9월 8일에 다
시 경주성을 공격하였다.

왜군들은 처음에 진천뢰가 날아와 떨어지자 무엇인지 몰라 둘러서서 구경하다
가 한꺼번에 수십여 명이 폭살을 당하기도 하였다. 혼비백산한 왜적들이 서생포
방면으로 퇴각하니 드디어 전성을 수복하게 되었다. 적이 퇴각하며 버리고 간 군
량미 1만석 및 각종 군기들과 진천뢰에 부상당한 수백명의 적을 사로잡아 행재소
에 승전보고를 올리니 조정에서는 그를 가선대부(嘉善大夫)로 승격시켰다. 이를 3
차 경주성전투라 한다.20)

4. 의병의 봉기와 수복 작전
1) 의병의 봉기
왜란이 일어나기 이전에 지방의 문관 수령이나 무관인 병·영장들 중에는 국가를
위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행정을 펴지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괴롭히는 각종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이 많았다. 특히 과도한 부세(賦稅)나 요역( 役)을 부담시키고 사복을
채우려 하는 자가 많아서 원성이 늘어만 가고 있던 차에 전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
라 왜란 초기에는 그들의 징집령을 따르는 백성들이 거의 없었고, 징집되어 왔던 병
사들마저 도주하기에만 급급하여 전선이 급격히 와해되었다.
그런데 진격하기에만 골몰하던 왜군에게 조선인들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사가 일
어났으니 다름아닌 의병의 봉기였다. 의병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났다. 그 대표
적인 의병장들로는 왜란이 일어난 해 5월 16일에 나주에서 거병한 김천일(金千鎰)과
고경명(高敬命), 7월 24일에 의령에서 거병한 곽재우(郭再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서산에서 거병한 정인홍(鄭仁弘), 고령에서 거병한 김면(金沔), 안동에서 거병한 권
응수(權應銖), 함경도에서 거병한 정문부(鄭文孚), 묘향산에서 의승군을 일으킨 서산
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 금강산에서 의승군을 일으킨 사명대사(四溟大師) 유정
(惟政) 등이 있다.
평양이 함락된 후 다시 서북방으로 파천을 하게되자 선조는 초유어사(招諭御使)
유영경(柳永慶)으로 하여금 각지를 순회하며 격문(檄文)을 띄워 의병들을 초모(招募)

20) 이형석, 앞의 책, 상권, 514～5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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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다. 이에 각지의 거족 명문과 양반 유생들이 왕명에 따르고 향리를 지키기
위해 각처에서 봉기하게 되었다. 이들 의병장들은 대개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진
인물들이어서 동족과 가문의 노복, 문하생, 인근지역의 농민 뿐만 아니라 피난민 및
심지어는 관군에서 탈영하여 휘하에 가담하는 자들까지 있었다.
관군에 소속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명령에 따라 타 지역
으로 전선을 따라 이동해야 하지만, 의병으로 있으면 부모처자가 있는 고향에서 싸
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패전책임도 면할 수 있었다. 또 조정의 의병 우대조
치에 따라 상훈을 받는 기회도 많아 의병의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다. 관군이 패퇴를 거듭하는 중에서도 이들 의병은 도처에서 왜적을 격파하는
등 큰 공을 세워 후에는 조정에서 벼슬을 내려 관군으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21)
2) 울산지역 의병의 활약22)
관군이 일거에 무너진 울산에서는 그 며칠 후인 선조 25년 4월 23일에 처음으로
기박산성(旗朴山城)에서 의병이 결집하였다. 이들은 박봉수(朴鳳壽)를 대장으로 삼
고, 좌익장에 박응정(朴應禎), 우익장에 장희춘(蔣希春), 좌위장에 고처겸(高處謙),
우위장에 이봉춘(李逢春), 찬획에 심환(沈渙), 종사관에 이한남(李翰南), 운량호군에
이경연(李景淵) 등으로 대오를 편성하였다.
그 후 5월 5일에는 경주에서 유정(柳汀), 유백춘(柳伯春) 등이 50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합류하여 군세가 크게 늘어났다. 이들은 5월 7일 밤에 왜적이 점령하고 있는
병영성을 공격하여 수백 명을 참수하고 군기 군량을 노획하거나 불지르고 산성으로
개선하였다. 이로써 울산 의병의 군세가 크게 떨쳐졌다.
이외에도 인근 각지에서 울산 의병에 의한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그 중에서도
울산의 공암(孔巖), 달현(達峴), 사자평(獅子坪), 관문성(關門城), 이견대(利見臺)와
경주의 문천(汶川), 소등(所等)과 대천제(大川堤) 전투 등은 후세에 이르도록 각종 문
집과 실기 등에 남아 전해져오고 있다. 이 전투들은 대체로 익숙한 지형을 이용한 유
격전으로 치러졌고, 울산 의병의 용맹을 떨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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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인 전천(箭川)싸움에서는 경주의 의병 도대장
(都大將) 김호(金虎)가 지휘하는 의병들이 왜적을 크게 격파하였다. 이어 벌어진 경
21) 의병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나타났다. 심지어는 관군의 군량미를 탈취하고 양민을 약탈하는 사이비 의병
들도 있게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이들 의병 집단에게는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하였다.
22) 울산지역 의병의 활약은 이유수,「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
에 자세하다.

주 노곡(奴谷) 전투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김호는 달아나는 적을 추격하
다가 적탄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다.
개운포(開雲浦, 지금의 울산 남구 인근 지역)는 세조 5년(1459) 1월에 동래에 있던
경상좌수영을 옮겨왔다가 임진왜란 발발 직전에 다시 동래로 이영(移營)하였으므로
약 150여 년간이나 경상좌수군의 본영 역할을 하던 곳이다. 개운포성은 성종(成宗)
이래 성을 수축하여 병영성보다도 오히려 큰 성이었다. 선조 25년 9월 10일 울산의
의병장 장희춘, 이응춘과 이삼한(李三韓), 윤홍명(尹弘鳴), 서인충(徐仁忠), 이계수
(李繼秀), 이우춘(李遇春)들이 이곳 전투에서 크게 이겨 왜적 100명을 참수하였다.
이들은 후에 남영7의장(南營七義將)이라 불리웠다. 개운포는 이 외에도 두 차례나
더 큰 전투가 벌어졌다.
선조 26년 1월 28일에 적선들이 태화강구로 돌입한다는 연락을 받은 유정, 이언
춘 등은 언양에서 급히 회군하였다. 이들은 울산에 남아있던 이여량(李汝良), 이응
춘, 최봉천(崔奉天), 윤홍명, 장희춘, 박손(朴孫), 박문(朴文), 이계수, 이삼한, 김응
생(金應生), 김응하(金應河), 박인국(朴仁國), 김광복(金光福), 김응택(金應澤), 김득
복(金得福), 유백춘, 유영춘, 이태립(李台立), 김흡(金洽), 이눌(李訥) 등과 2월 2일
학성관(鶴城館, 울산군 객사)에 모여 대비책을 의논하였다.
2월 3일 왜선 수십척이 강구로 들어오고 왜적 수천이 강가에 상륙하여 기세를 올
리는 것을 보고 있다가 2월 6일 밤에 마침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여 화공(火攻)으
로 적선 수십척과 적병 수천을 섬멸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이 전투는 울산의병과 경
주의병의 연합작전에 의한 것이었다. 이를 태화강구 전투라 한다.
좌병사 박진이 경주성을 탈환한 후에 인근 지역이 거의 다 수복되었고, 다만 서생
포 인근 지역만 가또오군이 농성하고 있었다. 이후에는 울산·경주·안강지역에서
가또오군과의 전투가 간간이 발생하였다.
3) 울산의병과 관군의 연합작전
선조 25년 5월 조정에서는 도망다니던 경상좌병사 이각을 체포하여 참수하고 밀
양부사였던 박진을 그 후임으로 특진시켰다. 그 해 9월에는 순찰사 한효순(韓孝純)
이 울산지역에서 인망이 높던 전만호 김태허(金太虛)를 울산의 임시군수［假郡守］
로 임명하고 산골에 피난 갔던 백성들을 소유(召諭)하였다. 이로써 얼마 안가 3천여
명의 군대를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로는 좌병사 박진과 경상도 초유사 김성일(金誠一)에 의하여 이 지역 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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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으로 임명되었던 권응수가 서로 협력하여 동년 7월 26일에 왜적이 점령하고 있
던 영천성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었다. 조정에서는 의병장 권응수에게 통정대부(通
政大夫)의 품계를 내리고 경상좌도 방어사(防禦使)로 임명하였다. 그의 부하 정대임
(鄭大任)을 예천군수로 임명하였으며, 울산의 임시군수 김태허를 실제 군수
［實郡守］
로 임명하였다. 그 이후 의병들의 관군 편입은 점점 늘어났으나 소규모의 의병활동
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앞에서 본대로 왜군들은 수전에서의 연전연패와 조·명연합군의 반격, 각 지역 의
병의 수복작전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더 이상 전세를 만회할 수도 없는 처지에서
대부분 철수하였으나 일부는 강화회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교섭을 진행하고자 하
는 의도에서 농성하고 있었다. 이것은 또 강화회담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재침의 교두
보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왜군은 동남해안의 서생포 인
근 지역과 다대포, 부산포, 동래포 일대에 견고한 성곽과 진지를 구축하고 4만여 명
의 병력을 남겨두어 수시로 인근지역을 침공하는 등의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
우리 조정에서도 역시 재침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었다. 훈련도
감을 설치하고 삼수병을 양성하는 한편 신병기를 대량으로 제작하고 군량미를 비축
하는 등 전투 준비와 군사제도의 정비에 착수한 것이 그것이다. 이 때 일부 사이비
의병들은 해산시키고 전공이 뚜렷한 의병들은 관군에 편입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울
산지역 의병장으로서 관군에 편입된 인물의 명단을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 살펴보면
대략 아래와 같다.
울산 의병장으로 특히 수전에서 많은 공을 세운 서인충은 어모장군(禦侮將軍) 훈
련원정(訓練院正)에 임명되었고, 장희춘은 울산군수의 군관으로, 이겸수(李謙受)는
좌병사 군관 북부주부(北部主簿)로, 김언복(金彦福)은 경상방어사 군관 주부로 제수
되었다. 특이하게 울산의 백정(白丁) 장오석(張五石)같은 천인에게도 반드시 관직을
주라 한 기록이 있다.23)

5. 정유재란시의 울산지역 전투24)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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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또오군의 왜성 축조
23)『선조실록』권 44, 선조 26년 11월 을묘.
24) 이형석, 앞의 책, 상권, 1045～1057쪽.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왜군들은 정유
재침시에도 왜란초기인 선조 25년과 26년에
후퇴한 후 동남해안에서 축성하여 농성하던
방식 그대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다시 동남해
안으로 후퇴하여 수성(守城) 작전에 들어갔
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생포성에 주진을 설
치했던 가또오는 동남 해안 중 경상좌도 관
할 전지역을 책임지도록 명령을 받아 이번에
는 울산에 성을 신축하고 농성하였다.

울산 왜성

가또오는 자신이 설계하고 오오다(太田一
吉)를 공사 총감독으로 하여 총병력 1만 6천여 명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 즉 울산
읍성에서 동쪽으로 1㎞쯤 떨어진 도산(島山, 지금의 울산왜성)을 중심으로 하여 아
성(牙城)과 본성(本城)을 구축하였다. 높이가 50m, 동서가 100여m, 남북이 600여
m에 달하였다. 또 그 북쪽에 있는 조금 낮은 곳에 제2의 본성을 만들었으니 동서가
100m, 남북이 40m였다. 다시 그 서북쪽에 제3의 본성을 만들었으니 동서가 40m,
남북이 1㎞나 되었다.
이 때 왜적들은 부근에 있는 여러 성곽을 허물어 그 석재(石材)를 운반하여 석벽
(石壁)을 쌓았다. 길이가 1천 300여m, 높이가 10～15m였다. 그리고 외곽에 동 서
북 3면을 둘러 토제(土堤, 흙으로 만든 제방)를 쌓고 그 위에 목책(木柵 : 목재로 만
든 방어벽)을 둘러쳤으니 그 길이가 2천 400여m나 되었다. 이 성의 남면은 태화강
가로 연결되는데, 선박이 바로 성 밑까지 드나들 수 있게 하였다.
공사는 선조 30년 10월에 시작하여 총력을 다하여 주야로 강행하여 그 해 12월 하
순경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조·명연합군이 이곳의 가또오군
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는 명나라 조정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신종(神宗)은 명군 총
사령관 경략(經略) 형개(邢 )에게 상방검(尙方劍)을 하사하고 병마대권(兵馬大權)을
위임하였다.
나. 전투의 경과
선조 30년 12월에 명군은 경리(經理) 양호(楊鎬)와 제독(提督) 마귀(馬貴)가 군사
4만여 명을 이끌고 문경의 조령을 넘어 안동부를 거쳐 21일에는 경주에 진출하였다.
그리고 조선의 접반사 이덕형(李德馨)으로 하여금 항왜인 여여문(呂余文)을 울산방
면에 보내어 적정을 살펴 보고하게 하였다. 여여문은 그날로 돌아와 울산 신성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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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모와 병사 배치상황까지 상세한 사항을 도면으로 그려 보고하였다. 이에 크게
기뻐한 양호는 곧 작전지시를 내려 여러 장령들에게 회람케 하였다. 한편 제독 마귀
는 조선군 도원수 권율에게 지시하여 당시 경상좌수사인 이운룡(李雲龍)으로 하여금
전선(戰船)을 정비하여 서생포 방면의 왜적을 견제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조·명연합군의 총 병력 5만여 명은 12월 22일에 작전을 개시하여 경주
를 출발, 울산으로 진군하였다. 먼저 울산에 도착한 제독 마귀는 유격장(遊擊將) 파
새(擺賽)를 선봉장으로 하여 곧바로 공격작전을 개시하였다. 이 때 조선군에서도 도
원수 권율이 좌병사 고언백(高彦伯), 우병사 정기룡(鄭起龍)과 함께 이 전투에 참가
하였다.
23일 새벽에 유격장 파새가 울산에 진출하여 왜군을 급습하였다. 이에 왜군이 크
게 당황하여 500여 명에 달하는 전사자를 내고 신성(新城)으로 퇴각하여 성문을 굳
게 지켰다. 그리고는 당시 서생포성에 있던 가또오에게 원병을 청하니 가또오는 우
선 측근에 있던 병사 20여 명만 대동하고 작은 배를 타고 와서 신성으로 들어갔다.
다음날인 24일에도 경리 양호가 투구와 갑옷을 입고 말 위에 올라 독전(督戰)하니
명군들이 앞을 다투어 전공을 세우려고 돌격전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왜적들이 세운
제1, 제2의 목책을 돌파하고 왜적 660여 명을 참수하였다. 한편으로 군기를 수없이
노획하고, 적의 군량 창고를 불질러 버리는 전과를 올렸다. 한편 이날 서생포의 가또
오군이 전선 20～30척에 분승하여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 신성으로 들어가려 하다
명군의 포격을 받고는 후퇴하여 염포에 정박하였다. 다음날 25일에도 다시 상륙을
시도하였으나 또 다시 포격을 받아 실패하고 말았다.
이 날 제장(諸將)들이 경리 양호에게 건의하기를‘성벽이 높고 견고하여 돌파하기
에는 아군의 손실도 클 것이니 적의 수원지(水源池)와 급수로(給水路)를 차단한다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적들을 궤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하니 수락하였다. 이 역할이
조선군에게 하달되어 별장(別將) 김응서(金應瑞)는 군사를 이끌고 밤마다 성 남쪽에
있는 급수로를 차단하였다.
이렇게 되자 성내의 왜적들은 군량과 식수가 고갈되어 하루종일 죽마저 먹기 어려
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26일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으나 큰 전과는 올리지 못하였
역
사

다. 이 날 밤부터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고 냉기가 더욱 심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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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되었다. 27일과 28일에는 찬비가 계속하여 내렸다. 29일에는 냉기가 더욱 심하
여 군마들이 얼어죽고 동상자가 수없이 발생하는 등 전투를 계속하기가 어려울 지경
이었다.
30일에 가또오는 방수시설(防守施設)을 더욱 강화하고 샘을 파서 물을 얻으려 하였

으나 김응서군의 단수작전으로 물을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리하여 왜군은 군마를 찔러
피를 마시고, 군마가 없어지자 오줌을 받아
마셨다. 식량이 떨어져 종이와 벽토(壁土)까
지 끓여 먹었다. 그러나 한편 동남해안 각처
에 있던 왜군들에게 울산성의 위급함이 전파
되어 각지에 주둔한 장령들이 각기 부대를 이
끌고 서생포성으로 집결한다는 소식이 전해
졌다. 왜군은 일말의 희망을 갖게 되었다.

도산성 전투도(부분)

선조 30년이 저물고 31년 정월 1일에도 소
규모의 공방전은 계속되었으나 별 전과는 없었다. 다음날에는 서생포와 부산포에서
온 왜선 수백척이 염포에 집결했다는 정보가 들어왔는데, 그 병력이 1만 3천 명이나
된다고 하였다. 다음날인 3일에는 구로다(黑田長政) 등 왜군의 병력이 3천여 명이나
울산 부근에 접근하였다. 순천에 있던 고니시군도 수군대장 토오토오(藤堂高虎)의 수
군과 합세하여 해로로 울산 근해에 나타났다.
한편 왜군 총사령관 우헤이(宇喜多秀家)군과 모오리(毛利秀元)군 약 2만여 병력도
부산을 떠나 울산 근방 10여 리 지점에 진을 치고 제장의 병력들과 연락하여 조 명
연합군을 오히려 역포위하는 전술을 쓰기로 하였다. 이 때 울산 신성의 가또오군을
구원하려고 집결한 왜군들의 총 병력은 6만여 명에 이르렀다. 다음 날인 정월 4일에
는 염포에 있던 적선 90여 척이 일시에 태화강으로 진격하였다. 육상의 왜군들도 퇴
로를 차단하려 하였으므로 형세가 크게 역전되었다. 이리하여 양호는 밤에 각 군영
에 비밀명령을 내려 경주까지 철퇴하였다. 조선군도 도원수 권율을 비롯한 주력 장
병들만 경주에 주둔키로 하고, 경상우병사 정기룡군은 다시 우도로 돌아가서 적병을
막도록 하였다.
다. 전투 직후의 상황
왜의 구원병이 울산 신성에 들어가 보니 수비병들은 거의 다 빈사상태에 빠져 있
었고 총병력 1만여 명 중에서 방어전을 담당할만한 자는 기백명도 못되는 실정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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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이 전투 후에도 왜군의 병력은 도합 6만 6천여 명에 달하였다. 명군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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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도 다대하였으니, 전사자가 1천여 명이었고 부상자는 3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름
있는 장수도 상당수 전사하거나 부상하였다.
한편, 경리 양호는 부총병(副摠兵) 조승훈(祖承訓)과 유격장 모국기(茅國器), 노득

공(盧得功) 등으로 하여금 성주에 주둔케 하고, 제독 마귀와 조선군 도원수 권율 등
을 안동부에 주둔케 하였다. 또 부총병 이방춘(李芳春)과 유격장 우백영(牛伯英) 등
은 남원성에 주둔케 한 다음 나머지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귀환하였다. 그는 총독 형
개와 함께 명 조정에 승전이라 보고하였는데, 전사자를 100여 명으로 줄여 조정을
기만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탄로가 나 삭탈관직(削奪官職)되었으며, 후임으로는 천
진순무(天津巡撫) 만세덕(萬世德)이 임명되었다.
라. 울산성 공략 실패의 원인
울산성 공략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진다. 먼저 왜군의 구원병이
각지에서 급속히 집결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 구원병이 곧 도
착할 것이라는 사실은, 수성군에게는 커다란 희망을 주는 대신 공성군에게는 초조감
과 불안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구원군은 급속히 도착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공성전이 12월과 1월의 혹한기에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기후의 한냉
과 불순은 수성군보다 공성군에게 더욱 크게 불리하다. 수성하는 자는 냉기를 어느
정도 피할 만한 진지나 참호 등이 있으나 공성자는 한냉하고 불순한 풍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음은 공성 준비가 부족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전투경과를 보
아도 잘 알 수 있듯이 눈에 띄는 공성 장비(裝備)란 발견할 수 없었다. 예로부터 공성
군의 병력과 장비가 수성군의 것보다 3배가 많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전술의
정설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수성군이 오히려 준비가 치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먼저 신성을 높고 견고하게 구축하였다. 아성과 제2, 제3의 본성을
쌓았으며, 그 외곽에 다시 토제와 목책을 둘러치고, 한편으로 성 남쪽면을 태화강과
연결시켜 수성군이나 구원군의 진퇴를 수월하게 하였던 것이다.
2) 제 2차 울산성 전투
가. 전투 직전의 상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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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연합군의 신성 공격이 실패로 끝난 후인 선조 31년 1월 2일에 토요토미의
울산성 개보수(改補修) 명령을 받은 가또오는 성을 보수하고 방어시설을 더욱 강화
하였다. 이후 그는 병력 1만명을 지휘하여 성을 고수하고 있었다. 이 성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으로 서생포에 주둔한 구로다의 5천과 부산본성에 주둔한 모오리 등 왜장
들의 병력 5천이 더 있었다.

한편, 명군의 제독 마귀는 상주와 안동부, 영천 등지에 분산 배치했던 병력을 경주
에 집결토록 하였으며, 조선 수군 1천은 명장 설호신(薛虎臣)의 지휘하에 좌수영에
집결하였고, 나머지 병력 4천500명은 별장 김응서의 지휘하에 경주에 집결하였다.
나. 전투의 경과
선조 31년 9월 21일에 제독 마귀는 경주에서 부총병 해생(解生)을 선봉장으로 삼
아 울산으로 진격하였다. 해생은 정병 6천을 인솔하여 울산에 이르러 고학성산(古鶴
城山)에 진을 치고 공격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 조선의 별장 김응서는 먼저 온정(溫
井, 동래군에 속함)의 왜적을 격파, 점령하여 적의 울산과 부산 연락선을 차단하였
다. 이날 해생은 직접 신성을 공격하여 적 1천여 명을 격파하였으며, 제독 마귀는 22
일에 주력군 2만을 거느리고 신성에 진출하여 공격에 가세하였다.
한때 가또오는 주력군을 출성시켜 대접전을 벌이기도 하였으나 명의 천총(千總)
마운(麻雲)이 기병 200여 기로 측면공격을 시도하니 대패하여 외책(外柵)까지 빼앗
기고는 내성으로 달아나서 조총만 빗발치듯 사격하였다. 명군은 더 이상 성에 접근
할 수 없었으므로 목책 안에 쌓아두었던 적의 군량과 말먹이를 모두 불태워 버리고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 후 가또오는 명군이 아무리 도전해도 수성에만 전력하고 절대로 대응하지 않으
니 일부에서 소규모의 국지전만을 되풀이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명군은 적군 성내에
갇혀 있던 조선인 1천백여 명을 탈환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별다른 공성효과를 보지
못한 제독 마귀는 그 달 하순에 병력을 철수하여 경주로 갔다가 10월 6일에는 다시
영천성으로 들어갔다.
다. 전투 직후의 상황
이 해 11월 18일에 가또오는 울산성을 불태워 버리고 퇴각하였다. 서생포성까지
모두 빈 성으로 남겨 둔 채로 완전히 철군해 버린 것이었다. 왜국 조정에서의 철병
지시가 비밀리에 전달되었기 때문이었다. 토요토미가 중병을 앓기 시작한 것은 이
해 3월부터이며, 그가 사망한 것은 이 해 8월 16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사망이 알려
진다면 조선에 출병하고 있는 왜군 십 수만 명에게 대혼란을 야기시킬 것이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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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수년간의 악전고투를 치르면서도 계속 화의를 진행시키고 있던 중이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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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회담을 종결짓고 돌아온 다음에 사망 사실을 밝히려는
전략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엄명을 내려 극비사항으로 취급한다고 했지만 토요토미의 사망 사

실은 곧 암암리에 퍼지게 되었다. 조선군이나 명군 진영에도 그런 첩보가 있었으나
동남해안에 농성하고 있는 왜적들이 워낙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으므로 믿을 수 없는
헛소문으로 간주해 버리고 말았다. 실제로 왜장들에게 철군 명령이 하달된 것은 이
해 10월 초순경이었으며 가또오는 10월 하순경에야 제일 마지막으로 철군 명령을
받게된 것이었다.25)

6. 전란 후의 논공행상과 체제의 정비
1) 논공행상 개황
왜군의 철수로 전란은 일단락 되었으나 왜적의 재침을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이
었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는 아직도 명군의 잔류를 희망하는 편이었다. 따라서 주
요 명군진영에는 조선 국왕을 비롯한 대신들의 방문이 빈번하였다.26) 그 때마다 많
은 양의 선물과 함께 과대한 칭송이 헌정되었다. 명의 장수들은 왜군을 격퇴시킨 것
이 모두 자기들의 공로라 자임하여 빈번하게 승전 축하연을 열었다. 조선의 기개있
는 선비들 중에는 이들의 폐단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심지어『선조실록』
의
기사에는 이들을 비난하는 사관(史官)의 글까지 보인다.27)
이외에도 명군에게 공급해야 하는 군량 및 각종 군수품들의 부담도 여전하였으므
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전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 후 명군은 왜의
재침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자 차츰 철군하기 시작하였다. 선조 32년 4월에는
대부분의 주력부대가 철수하였고, 동 33년 11월에 가서야 마지막 잔류부대가 철수
를 완료하게 되었다.
군사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전란 복구나 전쟁 수행에 관한 논공행상도 자연히 지
체될 수 밖에 없었다. 전란에서 큰 공을 세운 자들을 엄격히 심사하여 세 종류의 공
신들을 선정 포상하게 된 것은 선조 37(1604년
) 10월에 이르러서였다. 세 종류의 공
신이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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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당시 왜의 특사는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가또오에게 가장 늦게 전달되었
다고 볼 수도 있지만, 조·명연합군의 추격을 끝까지 저지하여 다른 왜장들의 철수준비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26) 국왕의 방문 지역은 서울에 주둔한 명군 제독이나 도독급 장군의 진영이었고, 지방에는 왕명에 의하여 고
위급 접반사(接伴使)들이 방문하였다.
27)『선조실록』권 109, 선조 32년 2월 무진조 도승지 윤돈(尹暾)의 상주 ; 같은 책, 권 118, 선조 32년 10월
무자조 사평(史評).

호성공신(扈聖功臣)은 전란 중 임금을 따라 모시고 공을 세운 자들로 이항복(李恒
福) 등 86명이었다. 선무공신(宣武功臣)은 전란에 종군하여 공을 세운 자들로서 이
순신 등 18명이었다. 정난공신(靖難功臣)은 왜란 중에 일어난 이몽학(李夢鶴)의 난
진압에 공을 세운 자로서 홍가신 등 5명이었다.28) 뒤이어 다음 해인 선조 38년
(1605) 4월에는 위의 3공신 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한 공적이 있는 자들을 원종공신
(原從功臣)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포상하게 되었다. 이들은 정난원종공신 995명, 호
성원종공신은 9,060명, 선무원종공신 2,475명 등이다.29)
여기서 한가지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논공행상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이다. 오랫동안의 전란에서 가장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은 전사자들일 것
이며. 그 다음에는 참혹한 전란 터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낸 무명의 농민, 어부들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이들의 이름 위에는 사가(史家)의
시선이 초점을 잃는 법이다. 그렇다 해서 그 엄청난 전란을 치루어 낸 공적을 과소평
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울산과 인근 지역의 체제정비와 논공행상
가. 도호부(都護府)로의 승격
경상도체찰사 이덕형(李德馨)의‘울산읍민들이 왜적 토벌의 공이 가장 많다’
는보
고를 받은 조정에서는 선조 31년 12월 21일에 울산군을 울산도호부로 승격시키고
부사(府使)를 임명하였다. 이어 병영과 언양현을 울산부에 합속시키고, 동 33년
(1600에
) 는 부사 아래에 판관(判官)직을 증설하였다.30) 판관은 병마절도사가 부사를
겸할 때 그를 보좌하는 문신 막료이므로 당시에는 병마절도사가 울산부사를 겸했다
는 뜻이 된다. 이 중 언양은 광해군 4년(1612에
) 현으로 환원되었고, 판관도 동 9년
(1617)에는 혁파되었다.31) 판관이 혁파되었다는 것은 병마절도사가 울산부사를 겸하
지 않고 전임 울산부사가 파견되었음을 의미한다.
3) 울산지역의 선무원종공신

28)『선조실록』권 175, 선조 37년 6월 갑진.
29)『선조실록』권 185, 선조 38년 3월 경자 ; 같은 책, 권 186, 선조 38년 4월 기유 ; 같은 책, 권 186, 선
조 38년 4월 신유.
30)『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
(1786), 건치연혁.
31) 위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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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31년 여름에 영남지방을 순회한 안무어사 이상신(李尙信)은 울산과 경주 의
병들의 공로를 위로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선조는 경상도관찰사 한준겸
(韓浚謙)에게 명하여 주효와 포목 등을 갖추어 선무어사가 도착하는 날에 반급하고
호향( 饗)하라 하였다. 이리하여 그해 12월 27일에 선무어사 윤휘(尹暉)가 경주에
이르러 선유기사(宣諭記事)를 반포하고 의병 위로잔치를 열었다.
여기에는 경상도관찰사 겸 순찰사 한준겸, 경상좌도병마절도사 겸 울산도호부사
곽재우, 경주진병마절제사 겸 경주부윤 이시발(李時發)이 임석하였고, 울산의 절충
장군 박봉수 등 165인과 경주의 절충장군 황희안(黃希安) 등 215인 합계 380명이
참석하였다. 선조는 지제교 박이장(朴而章)이 지은 선유기사에서 목숨을 걸고 국왕
과 나라를 지킨 경주와 울산의 의병들을 극구 찬양하였다.32)
그런데 그 후에 내려진 선무원종공신 녹권(錄券)에는 울산·경주 등의 출신지를
밝히지 않고 단지 직명(職名)과 성명만을 나열하였다. 그리고 수천 명의 공신 중에는
동명이인도 많았으므로 울산지역의 공신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울산과 인근
지역에서 선무원종공신으로 확인된 공신은 1등공신 7인, 2등공신 34인, 3등공신 53
인 등 합계 94인이었다.
이 외에도 명장(明將) 마귀가 썼다는 창표당안(蒼表堂案)에 등재된 인물이 있고,
1971년 간행된『울산울주지』
에 실린 인물이 있는가 하면『선조실록』
, 박진남(朴震
男)의『회암실기(悔巖實紀』
, 서인충의『망조당유사(望潮堂遺事)』
에도 이름이 실린
인물이 있다. 그러나 이 명단도 정확한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자료의 발견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33)
1등
全應忠 朴應春 徐仁忠 朴應琢 朴鳳壽 朴鳳瑞 張吾石 金範 朴仁立 李彦良 李暹 金
廷瑞 宣克禮 崔環 金琦
2등
李遇春(淸安人) 李景淵 朴震男 朴繼秀 金順卿 金允福 崔彦福 李鳳壽 李鳳春 黃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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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金潤龍 魚泳潭 朴麟福 李遇春 朴應春 金彦福 金守齡 金分金 白斤孫 金應龍 李萬
壽 田永芳 金鸞瑞 田根 金守實

32) 이유수, 1996,「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
,『울산향토사연구논총』
, 351～357쪽.
33) 이유수, 위의 글, 위의 책, 358～360쪽.

3등
李仁常 金洽 李安國 李翰南 高處謙 李應春 金得禮 辛光胤 朴慶悅 李承金 柳汀 朴
孫 朴應良 朴春英 金磻守 辛

柳得春 金彦元 朴春茂 崔峻立 金洽 金興立 李鶴 金應

亮 魏德和 金麗慶 金彦壁 金仲元 金鶴 金壽雲 鄭小叱山 柳文守 金彦弘 李石崇 朴延
慶 朴大壽 金洽 朴彦福

창표당안34)
金應福 高彦寬 裵 芷 鄭彦忠 洪億濟 田福命 安信甲 沈關 裵仁男 金德龍 全夢禎
黃希貞 李宗吉 徐夢龍 金應澤 尹從善 柳允河 金得福 高德昆 朴慶悅 朴震元 趙宗男
朴慶良 金錄守 朴慶殷 張長春 朴而章 朴武公
울산울주지
金士俊 沈煥 蔣希春 尹弘鳴 安信命 李謙受 金演 徐夢虎 李質白 朴應禎 李守仁 高
崑 金淵鶴 尹大鵬 李德梅 李景溶 全

李景洋 柳榮春 朴繼叔 金景斗 李新白 柳伯春

金應南 柳泰英 金應邦 朴文 金榮智 兪光瑞 金智忠 李重福 朴能精 金景烈 金腱 朴弘
南 李吉 沈淸
『선조실록』권 94, 선조 30년 11월 을묘
朴利孫 朴奇男 金鳳壽 朴春福 羅應壽
『망조당유사』
成大明 許嗣男 金仁元 朴麟福 朴輝 表白信 金戒男
여기에다 최근 광해군 원년(1609), 현종 13년(1672), 숙종 13년(1687), 동 25년
(1699의
) 울산호적대장에 선무원종공신이라는 신분 표기를 발견하여 공신의 수는
더욱 늘어났다. 이들은 모두 94명이다.35)
이들 공신 혹은 의사들은 2000년 9월에 개관한 충의사(忠義祠)에 214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울산광역시는 울산의병의 기박산성 결진일인 5월 7일과 도산성 탈
34) 창표당안의 작성일자는 선조 32년 중동(仲冬) 재정일(再丁日)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귀는 선조 32년 4월
에 이미 귀국하였다. 또 창표당안에는 마귀가 박봉수를‘의형(義兄)’
이라 칭한 대목이 있는데, 당시 명의
제독이 의병장을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창표당안의 사료적 가치는 재검토가 요구
된다.
35) 이유수, 1996,「속 울산의 임진정유왜란사」
, 앞의 책, 376～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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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일인 11월 18일(양력)에 이들을 제향하고 있다.
7년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은 조선의 국가와 민중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
다. 국왕은 의주로까지 피난해야 했으며 경복궁은 불타고 말았다. 전국토는 황폐화
하고 인구는 격감하였다.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고 인력이 포로로 붙들려 갔다. 울산
지역도 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오히려 동남해안에 주둔한 가또오군과 최전선에서
맞서야 했던 지리적 여건 때문에 그 피해는 더 막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의 농, 어민 등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을 굳건히 이겨
내며 왜군에 항전하였다. 유생 등 지도층 인사들은 의병을 조직하여 지역의 요새지
에서 유격전을 펼치면서 왜적과 맞서 싸워 혁혁한 전과를 올렸다. 정유재란 때에는
도산성에서 농성하는 가또오군을 공격하는 관군에 협력하여 적의 북상을 저지하였
고, 마침내 적이 물러가게 하였다.
고난을 극복한 울산지역의 군민(郡民)은 국왕으로부터 각별한 칭송을 받았고 많은
인사들이 선무원종공신에 책훈되었다. 울산은 도호부로 승격되어 조선후기 내내 그
읍격(邑格)이 높아진 영광을 안았다. 향토와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선조들의 영령은
충의사에 위패가 봉안되어 오늘날에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이정일,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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