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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조선후기 사회신분제 변화와 울산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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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선후기 신종교 유포와 울산
제4절 조선후기 수취체제 문란과 울산의 농민항쟁
제5절 대한제국기 울산농민의 항조운동

제1절 조선후기 사회신분제 변화와 울산

조선후기는 격동의 사회였다. 근대사회로의 전환 기점으로 이해되기도 할 만큼 종
래의 체제와 질서들이 여러 부분에서 이완되거나 해체되고 있었으며, 동시에 새로운
질서와 사상이 태동하고 있었다. 사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인구의 자연적인 증가가 이
루어지는 가운데, 조선전기 사회의 기반을 이루었던 신분제가 이완되었다. 친족체계
도 변화하고 있었으며, 촌락의 구조와 향촌의 운영체계 또한 변모하고 있었다. 이러
한 변화 속에서 사회 신분의 분화와 신분간의 갈등이 격렬하게 전개되기도 하였다.1)
울산지역의 사회 신분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은 호적(戶籍)연구에서 출발하였다.
현재 조선조의 장적(帳籍)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구·상주·단성·산음 등 몇 곳에 불
과한데, 울산지역은 다행히 울산부와 언양현 양지역의 호구장적이 완전한 형태는 아
니지만 모두 남아 있어 다른 지역보다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울산장적을 대상으로 연구한 정석종은 울산장적 가운데 시대별로 연계하여 분석
이 가능한 농소읍을 주 대상으로 하여 울산의 사회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일반화하
려 하였다.2) 그리고 한영국은 울산장적을 이용하여 노비들의 결혼 양태를 분석하는
소중한 성과를 얻었으며,3) 서의필은 18세기 향반사회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였
다.4) 언양호적을 연구 대상으로 이용한 연구자는 김석희, 박용숙, 채상식, 이영훈
등이 대표적이다.5) 특히 박용숙은 언양 한 곳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단성·울산·대
구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하여 언양지역이 가진 특징을 살피고자 하였다.6)
본고에서는 위에서 논급한 여러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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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영국, 1995,「개요 ; 조선후기의 사회」
,『한국사』34, 국사편찬위원회, 1쪽.
2) 정석종, 1972,「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붕괴-울산부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9. 이 논문은
1983년 그의 저서『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
(일조각)에「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변화-울산부 호적대장을 중
심으로-」
란 제목으로 재수록되었다. 여기서는 그의 논문과 저서를 모두 참고하였으되, 인용은 저서를 중심
으로 하였다.
3) 한영국, 1977 1978,「조선중엽의 노비결혼양태-1609년의 울산호적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상, 하)」
,
『역사학보』75·76.
4) 서의필, 1974,「18세기 울산지방에 있어서 향반사회의 연구」
,『숭전어문학』3.
5) 김석희, 1983,「조선후기 경상도 언양현호적대장에 관하여」
,『부대사학』7 ; 김석희, 1984,「18·19세기 호
구의 실태와 신분변동-언양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부산대인문논총』26 ; 박용숙, 1987,「조선후기의
협호-언양호적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사대논문집』14 ; 채상식, 1984,「18·19세기 동족 특수부락의
실태-언양현호적대장을 중심으로-」
,『부산대인문논총』26 ; 이영훈, 1988,「언양호적을 통해 본 주호-협호
관계와 호정의 운영상황」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 한길사.
6) 박용숙, 1994,『조선후기 사회사연구』
, 늘함께.

하고자 한다. 먼저 울산지역의 전체 인구의 증감 추세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시대
에 편찬된 호구 관련 기록과 각종 지리지에 기재된 인구 상황을 이용하겠다. 다음으
로는 각 신분별로 울산지역 구성원의 증감 추세를 살피고, 이에 따른 향촌 사회의 변
화하는 모습을 음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울산과 언양의 호구장적과 그를 통한 기
존 성과를 주로 이용하겠다.

1. 울산지역의 호구 증감
호구(戶口)의 파악은 조선왕조의 매우 중요한 국정 운영의
과제였다. 호구의 파악은 3년마다 하는 호적의 정비를 통해
서 이루어졌다. 다만 당시의 호구 파악이 전인구수의 파악보
다는 각종 역을 부담하는 장정을 알아내려는 데 일차적인 목
적을 두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차이가 있다.
호적은 관청에서 호주의 신고에 의거 작성하되, 서울은 호
조와 한성부, 지방은 호조, 감영, 해당 군현에 각각 한 부씩
비치한 다음, 호주에게도 한 부를 지급하였다. 호적에 기재
된 사항은 주소, 본인의 직역·성명·연령·4조(四祖), 처의
성씨·연령·4조, 솔거자녀(率居子女)의 성명·연령, 그리고
노비나 고공(雇工)의 성명·연령 등이었다. 호적 정리와 함께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라는 공동책임제와 호패(戶牌)라는
신분증명의 패용을 아울러 실시한 것도 호구의 파악을 위한 울산부 호적대장
제도였다.
조선조의 호구 통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호(編戶) 방식과 호(戶)
와 구(口)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기에 따라 호구 파악 방식이 달랐고, 호
구통계의 성질에 따라 호구의 개념이 달리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호가 실제 가구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지만, 역역(力役) 또는 조세의 부과 단위로서 인위적인 편성호(編
成戶) 즉 몇 개의 자연호를 묶은 법제호(法制戶)를 나타낸 경우도 있었다. 법제호의
경우 장정수나 재산 또는 가옥의 크기에 따라 대·중·소의 3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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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호제로 정착되었다. 자연호의 경우 신분과 빈부의 차이에 따라 수십 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있었는가 하면 불과 서너명의 소가족도 있었다. 일반 서민들의 경우는 대
체로 평균 4～5명의 소가족이었다. 그리고 구는 남자 장정만을 가리킬 때도 있었고,

남녀 장정을 의미할 때도 있었으며, 남녀노장약을 합계한 인구 전체를 가리킬 때도
있었다.7)
조선초기 전국의 호구수는 자연호가 대략 100만～150만호 내외였다. 인구는 600
만～700만명 내외, 국역을 지는 남자 장정의 수는 100만명 내외였던 것으로 추정된
다.8) 그러면 당시 울산지역의 호구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였을까? 군현별 호구수
의 통계가 처음 나타난 것은 세종 7년(1425에
) 편찬된『경상도지리지』
이다. 여기에
는 도내 각 군현별 호수와 남녀 구수가 기재되었는데, 7년 후 편찬된『세종실록지리
지』호구통계의 모태가 되었다. 다만 기재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두 지리지
에 나타난 울산군과 언양현의 호구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9)
<표 1> 조선초기 울산지역의 호구수
경상도지리지

구분
지역
계
울산군
언양현

호수
1,479
1,058
421

남
5,619
4,161
1,458

구수
여
6,172
4,182
1,990

세종실록지리지
계
11,791
8,343
3,448

호수

구수

1,479
1,058
421

5,619
4,161
1,458

위 표에 의하면 울산군과 언양현의 호수는 각각 1,058호, 421호였으며, 인구수는
각각 8,343명, 3,448명이었다. 물론 위의 호수는 자연호의 수가 아닌 편성호의 수
이며, 구수는 남녀 장정의 수였다. 다만『경상도지리지』호구통계의 구수는 남녀 및
합계의 셋으로 구분 기재되었는데,『세종실록지리지』
에서는 이를 그대로 전재하면
서 여구수(女口數)를 삭제하고 남구수만 기재했다. 이런 점에서 당시 호구의 수치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위의 호구 통계가 철저한 호구조사에
의하여 이룩된 결과가 아니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호적에 기재된 자는 겨
우 10의 1, 2에 불과하였다는 당대의 지적이 있는 것으로10) 미루어 그 수치는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근래의 조사에 의하면 조선초기 지리지에 제시된 호수에 약 3배를 곱한 액수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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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실제 호수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11) 이에 의거하여 조선초기 울산지역의 실제
7) 이수건, 1994,「개요 ; 조선초기의 사회와 신분구조」
,『한국사』25, 국사편찬위원회, 2쪽.
8) 위와 같음.
9)『경상도지리지』울산군·언양현 ;『세종실록지리지』울산군·언양현.
10)『세종실록지리지』경기도, 총설.
11)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대구시사』
, 제1권 통사, 527쪽.

호수를 구해 보면 울산군이 약 3,000호, 언양현이 약 1,200호 정도였을 것으로 추
정된다. 그리고 호당 인구를 5인으로 잡아 인구수를 환산하면 울산군이 약 1만
5,000여 명, 언양현이 약 6,000여 명으로 도합 2만 1,000여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이후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많은 전적들이 소실 됨으로써 호구 조사에 대한 기
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지만, 전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
에 맞추어 울산의 인구도 계속 늘어났을 것이다.
전국의 호구 조사 상황을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17세기 이후부터이고, 울산지역의
호구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18세기 이후 부터이다. 18세기 이후 울산지역
의 호구 증감의 추이에 대해서는 당시에 편찬된 각종 읍지에 실려있는 호구의 총수
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다만 다수의 호가 누락 되었고, 각 호의 인구수도 일부 누
락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재된 호구의 총수도 당시의 실제 호구의 총
수라고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호구수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고 당시의 실제 인구수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보정작업이 필요하다. 인구통계에 관한 연구를 한 Tony Michell은
조선후기에 조사 보고된 호의 총수는 일반적으로 약 50% 정도 축소된 수치였고, 기
록된 호라고 하더라도 실제 가구원의 약 23% 정도가 호적에 누락 되었다고 보았다.
그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정확한 인구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록에 나타난
총인구수는 무시하고, 제시된 호수에 7.95를 곱한 수치가 실제 인구 총수에 가까운
수치가 될 것으로 보았다.12)
조선후기 울산지역의 인구를 가늠하기 위해 약 100년 간격으로 간행된 읍지를 대
상으로 울산지역의 호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여기에 Tony Michell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울산의 총호수에 7.95를 곱하여 보정한 총인구수를 산출하여
첨부하였다.
<표 2> 조선후기 울산지역의 호구수
계
구분
보정후
전거
호수
인구수
(간행연대)
학성지(1749)
(65,500)
경상도읍지 (1832) 9,894 78,858
울산읍지 (1934) 27,358 144,140

울산도호부
호수
7,211
8,670
-

언양현

인구수

보정후
인구수

호수

인구수

보정후
인구수

25,617
32,973
-

57,327
68,927
-

1,224
-

10,961
-

9,731
-

12) Tony Michell, 1999,「조선시대의 인구변동과 경제-인구통계학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부산사학』17,
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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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중엽의 경우 울산부 읍지만 남아있고, 언양현의 읍지는 현전하지 않고 있
어 울산지역 전체 인구 총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 부득이 울산부
인구의 전후 증감비율을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전체 인구를 환산하는 방법을 택하
였다. 즉 보정 작업을 거친 1749년 울산부의 인구수는 5만 7,327명으로 1832년 6
만 8,927명의 83% 수준이었다. 이 비율을 전체 인구수에도 적용하면, 1749년의 울
산지역 전체의 인구수는 1832년 7만 8,858명의 83% 수준인 약 6만 5,500여 명에
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인 1832년 울산지역의 실제 인구는 약 7만 8,858여 명이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단 언양현의 경우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1789년에 간행된『호구총
수』
, 1832년과 1895년에 간행된『언양읍지』등 100여 년의 편차가 나는 세 가지 자료
에 모두 총 호수가 1,224호로 나타나 있어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13) 더구나
1832년의 경우는 기재된 인구수보다 보정 작업을 거친 인구수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
나 그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이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1934년에 편찬된 울산읍지는 언양이 울산에 통합된 이후 편찬 됨으로써 종래의
울산부와 언양현을 아우르고 있을 뿐 아니라 현대적인 호구조사를 통하여 파악된 호
수를 기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의하면 울산지역의 총 인구는 14만 4,140명
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다시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울산지역의
인구수는 크게 보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15세기 전반(1425년)에 2만
1,000여 명에 달하였다. 300년 정도가 흐른 뒤인 18세기 전반(1749년)에는 6만
5,000여 명에 달하였으며, 다시 100여 년 뒤인 19세기 전반(1832년)에는 7만8,000
여 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후 100여 년이 흐른 뒤 현대적 호구조사방
법에 의해 조사된 20세기 전반(1934년)에는 울산지역의 전체 인구가 14만 4,000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2. 신분제의 변화와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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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반은 원래 문반(文班)과 무반(武班)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사회신분으로도

13)『호구총수』
, 제8책, 경상도, 언양현 ;『언양현읍지』
(1832, 1895), 호구.

당초에는 문·무관으로 복무하거나 복무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 그리고 예비 관인인
과거 합격자와 같은 소수의 사람들로 형성된 계층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 가족의 수대에 걸치는 후손들로까지 점차 확대 되었고, 16세기 말엽에 이르러서
는 관직이나 과거를 불문하고 독서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게 되었다.14)
양반은 과거(科擧)·음서(蔭敍)·군공(軍功) 등을 통하여 국가의 고급 관직을 독점
하였으며,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그들의 특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그들은 유학(儒學)
을 업(業)으로 하고 아무런 제한이 없이 관료로 승진할 수 있는 신분으로서, 실제로
중요한 관직과 제반 특권은 모두 이들이 독점하였다. 이른바 사농공상(士農工商) 가
운데 사족에 해당되는 최상급의 사회신분이었다. 다만 명교(名敎)와 예법을 준수하는
사회의 지도층으로서의 정신적 의무만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조선사회에서 경제
적으로도 가장 유족한 계층이었다. 그들은 대부분이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였다.
따라서 여타 하위신분보다는 인구의 자연증가율에 있어서도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사회 신분의 변동·분화와 신분간의 갈등이 격렬하게 전개
되었다. 이는 여러 요인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주된 단초가 된 것은 양반인구의 증가
였다. 양반서얼의 통청(通淸)이나 중간신분층과 서민층의 신분상승은 양반인구의 증
가를 유발시켰고, 그것이 다시 양반인구의 자연적·사회적 증가를 가중시켜서 사회
신분의 변동·변화와 함께 본격적으로 신분제의 이완을 전개시킨 것이다.
울산지역 양반층의 증가현상을 울산지역 장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
겠다. 우선 장적상에서 양반으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일반적으로 군역을 면제받
아야 하고, 선후세대간에 양반신분을 세습 이동해야 하며, 양반 상호간에 혼인이 이
루어져야 하는 것 등이었다. 대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이는 호적의 직역상에 전현직
관료, 진사, 생원, 급제, (사족)출신, 유학(幼學), 충의위(忠義衛: 18세기 중반까지),
업유·업무(業儒·業武 : 숙종 22년 이전) 등으로 나타났다. 부녀자의 경우 성에‘씨
(氏)’
가 붙여진 이들은 양반의 부녀자로 간주될 수 있다.15)
이러한 분류에 근거하여 먼저 울산과 언양의 장적에 나타나는 양반호의 구성비를
시기적으로 파악하면 다음 표와 같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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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한영국, 1995, 앞의 글, 1～2쪽.
15) 이준구, 1993,「조선후기 신분구조 이해의 제문제」
,『조선후기 양반직역변동연구』
, 일조각, 32쪽.
16) 정석종, 1983,「조선후기 사회신분제의 변화-울산부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 일
조각, 250쪽 ; 박용숙, 1994,「조선후기 호구의 구성과 변동」
, 34쪽.

<표 3> 울산부와 언양현의 각 시기별 양반호의 구성비
구분
울산부
언양현

1711년

1729년
26.3%

1765년
41.0%

19.5%

1798년

1804년
53.5%

1861년

57.6%

1867년
65.5%

80.4%

위 표에서 보듯이 울산부의 경우 1729년(영조 5) 양반호가 장적에 기재된 전체 호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6.3%였다.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여 138년이 지난 1867
년(고종 4)에는 그 비중이 65.5%에 달하게 되었다. 언양현의 경우는 1711년(숙종
37) 양반호가 전체 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5%였다가 150년이 지난 1861년
(철종 12)에는 그 비중이 격증하여 80.4%에 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양반호
는 후대로 올수록 크게 늘어났다.
위의 분석은 양반호의 비중을 살핀 것이고, 양반인구의 비중은 어떠하였는가를 울
산부 장적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17)
<표 4> 울산부의 각 시기별 양반인구의 구성비
연대
양반인구의구성비

1729년
19.4%

1765년
32.1%

1804년
43.7%

1867년
67.1%

위 표에서 보듯이 양반인구의 구성비도 1729년에는 전체 인구의 19.4% 정도였던
것이 점차적으로 늘어나 138년이 지난 1867년에는 전체 인구의 67.1%에 달하게 되
었다. 이로써 양반 인구의 구성비도 양반호의 구성비와 거의 비슷한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을 통해 울산지역의 양반호나 양반인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증가하
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위 표의 수치는 호적에 기재된 호수와 인구수를 대상으
로 한 것이어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와 인구수까지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때문에 그 수치가 실제의 경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아무튼 제시된 비율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양반호와 양반인구의 증가는 당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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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인 추세로 인정할 수 있을 듯하다.
이렇게 호적의 분석에서 양반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대개 유학(幼學)
의 수적 급증에서 기인하였다. 한 예로 언양현의 장적 분석을 통해 전체 양반호에서

17) 정석종, 1983, 앞의 글, 250쪽.

유학호가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18)
<표 5> 언양현 전체 양반호 가운데 유학호의 점유율
연대
유학호의점유율

1711년
54.6%

1798년
86.4%

1861년
98.4%

위 표에서 보듯이 1711년 언양현의 전체 양반호의 54.6%가 유학호였으나, 1861년
에는 98.4%를 점유할 정도로 유학호가 급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약
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지역도 거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조선후기에 유학이 수적으로 급증하게 된 것은 여러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
반층의 자녀 생산에 의한 자연스런 인구증가 현상 외에 충의위에서 유학으로의 직역
이동, 중인층의 유학 호칭, 그리고 하층민의 유학 모칭(冒稱) 등 인위적인 행위가 가
미된 결과였다. 특히 서얼 후손의 합법적인 유학 호칭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17세기 말이래 서얼은 업유·업무의 직역을 가지게 되었는데, 18세기초인 숙종 34
년(1708) 왕명에 의해 서얼 당대만 업유·업무로 칭하고, 그들의 아들이나 손자들은
유학을 칭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많은 숫자를 점했던 서얼의 후손들이 유
학을 합법적으로 칭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유학의 급증으로 이어졌다.19)
양반인구의 이 같은 증가는 지배계층으로서의 권위와 희소가치를 점차 하락시켜
갔을 뿐 아니라, 군적수포제(軍籍收布制)가 일반화 되었던 1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는 국역체계를 파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군역의 수포화에 따른 양반층의
군역기피 현상이 끝내 양반인구의 면역으로 귀착되자, 이미 통청에 노력하고 있던
양반서얼들은 물론, 이들의 국역까지 떠맡게 된 평민들도 국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신분 상승을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다.
양반층의 급증은 같은 양반간에 상호 차별화를 촉진시켰다. 당시 양반층의 내부를
들여다 보면 크게 세 부류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말까지 형성된
원래의 양반에 준하는 양반과, 주로 17·18세기에 이들에 편입된 중간신분층 출신
의 양반, 그리고 주로 18·19세기에 편입된 평민 또는 천민 출신의 양반이 그들이었
다. 따라서 이들 양반은 직역상 같은 양반이기는 했어도 역사적으로나 사회통념상으
로 같은 양반일 수가 없었다. 주로 품관·사족들로 구성된 원래 의미의 양반과 여타
의 양반간에, 또 여타의 양반 중에서도 양반서얼을 비롯한 중간신분층 출신의 양반
18) 박용숙, 1994, 앞의 글, 34쪽.
19) 이준구, 1993,「유학과 그 지위」
, 앞의 책,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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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타 평민출신의 양반간에 일정한 차별화가 이루어져 간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양반간의 차별화는 새로운 갈등을 배태하고 있었다. 특히 향촌에
등장한 다수의 새 양반들은 기존의 사족 양반들의 심한 차대 속에 갈등을 빚어내며
양반계층을 분화시켰다. 이른바‘유(儒)’
와‘향(鄕)’
의 분화가 그것이다. 구향(舊鄕)
과 신향(新鄕), 원유(元儒)와 별유(別儒), 사족(士族)과 향족(鄕族) 등은 모두 두 부류
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이들 두 부류는 그 출신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었지만, 현
실적 기능에서도 서로 대립하고 있었다. 구향이 계속 서원과 향약 등을 바탕으로 향
론(鄕論)을 주도하고 교화를 담당하면서 향촌사회의 운영권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노
력한 반면 신향은 유향소를 근거로 부세(賦稅)를 관장하고 수령을 보좌하면서 자신
들의 권익과 지위를 한층 증대하고 상승시키려고 부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간
의 충돌은 불가피하였고, 그것은 이른바 향전(鄕戰)의 이름으로 나타났다.20)
2) 중인층의 동향
중인은 기술관, 향리·서리(胥吏)·토관(土官)·군교·역리 등 경향의 아전직, 양
반에서 격하된 서얼 등을 가리켰다. 중인은 조선초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후
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21)
그 중 서리, 향리 그리고 기술관은 직역을 세습하고 신분 내에서 혼인하였으며, 관
청과 근접한 곳에 거주하였다. 그들은 대체로 기회주의적이고 이해타산적이면서도
모나지 않고 처세에 능한 성향을 지녔다. 군교는 중앙의 경우 궁중의 사역을 맡은 액
예(掖隷)와 각 군영에 소속된 자가 있었다. 지방의 경우에는 군관(軍官)이라는 직역
이 있었다. 그들은 향리와 함께 이교(吏校)라고 합칭되기도 하였지만, 향리보다 그
지체가 조금 낮았다. 그리고 서얼은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중서(中
庶)라고 합칭되었다. 그들은 문과에 응시하지 못하여 동반직(東班職) 등용이 금지되
었고, 간혹 서반직에 등용되었다.
이러한 중인층은 양반지배 체제하에서 양반들로부터 멸시와 하대를 받았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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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문적인 기술이나 행정의 실무를 세습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실속이 있었고 나
름대로 행세할 수도 있었다. 예컨대 역관이 사신을 수행하여 무역의 이득을 취한다
든지, 향리가 토착적 세력으로 수령을 조종하여 세도를 부린다든지 하는 따위였다.
20) 한영국, 1995, 앞의 글, 4～5쪽.
21) 이수건, 앞의 글, 5～6쪽.

한편 중인층은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왔을 때는 그 기회를 잘
포착하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울산지역의 향리층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울산지역
의 향리들도 양반 가문 못지 않은 사회경제
적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지역에서 실
력자로 행세하였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향리
들의 수는 조금씩 늘어났다. 울산부의 중심 언양현 호적대장
에 거주한 향리를 대상으로 보면, 18세기 초
에 59명이던 것이 18세기 말에는 79명, 19세기 중엽에는 93명으로 증가하였다.22)
이와 함께 일부 성씨가 향리직을 세습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울산박씨 박계수(朴
桂壽) 가문과 박여해(朴麗海) 가문이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가문으로써 그 대표적인
예였다. 또한 일부 가문은 향리층에서 탈락하기도 하였고, 일부 가문은 새롭게 진입
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이로 미루어 몇몇 특정 가문을 제외하고는 향리층
의 신분적 안정은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울산지역의 신분
변동이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양현의 향리들의 동향도 울산부의 경우와 비슷하였다. 언양지역에서도 다른 지
역과 마찬가지로 후대로 올수록 일부 특정 가문의 향리직 과점현상이 두드러졌다.
해주오씨 오윤찰(吳胤札) 가문, 경주김씨 김한징(金漢徵) 가문, 경산 전씨 전예봉(全
禮奉) 가문, 경주이씨 이세백(李世伯) 가문이 그 대표적인 가문이었다.23) 그런 가운
데서도 다른 많은 가문들이 향리층의 상층부분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요직의 독점 현
상은 그다지 심각한 편은 아니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일반 평민
층에서 향리로 상승한 가문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언양현의 신분변화도
울산부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일어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언양호적에 토대한 언양지역의 중인호의 변동 상황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24)
<표 6> 언양현의 시기별 중인호의 구성비
연대
중인호의구성비

1711년
10.9

1798년
12.9%

22) 김준형, 1987,「조선후기 울산지역의 향리층 변동」
,『한국사연구』56, 41쪽.
23) 김준형, 1990,「조선후기 향리층의 변동-언양지역의 예를 통한 접근-」
,『경상사학』6.

1861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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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이 중인 호수는 1711년에 10.9%이던 것이 1798년에 12.9%로 늘었
다가 1861년에는 6.8%로 약 반으로 줄었다. 다른 신분과 마찬가지로 변화하던 당시
중인층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3) 상민층의 신분 상승
상민(常民)은 평민·양인(良人)이라고도 부르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
민·공장·상인을 가리켰다. 이들은 의복·가옥·일상거동 등에서 관직이 없는 양
반과 비슷한 생활을 하였으며, 법제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
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료로서의 진출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이
들은 조세·역·공납 등의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었다. 농민은 농업을 중시하고 상
업을 억제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공장이나 상인보다는 우대되었다. 공장은 관영이나
민영의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상인으로는 시전상인과 보부상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국가의 통제 아래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상민들은 신분상 제약과 차별, 특히 과중한 부담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모든 방법
을 이용하여 신분의 상승을 꾀하였다.
상민들의 신분상승의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5)
첫째 향교의 교생(校生)으로 등록하여 역을 면할 뿐 아니라 신분상승의 방편으로
활용하였다. 상민의 자제가 향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조선전기와는 달리 16세기 이
후가 되면 군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또는 신분상승을 위한 방편으로 향교에 입학하
는 것이 보편화된다. 일정한 자격 시험에 낙제한 교생은 군역에 충당한다는 법이 인
조조에 시행되면서 양반들은 점차 향교의 입학을 회피하게 되었다. 그 대신 서얼이
나 상민의 자손들이 대거 입학하게 된다. 특히 향교의 서재생(西齋生)은 거의 군역을
피하기 위한 상민들로 채워졌다. 그리하여 교생이라는 용어가 서재생만을 지칭하는
말로 고착될 정도였다. 또한 일정한 돈이나 곡물을 납부하고 이름을 교안(校案)에 올
려 교생이란 이름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인조조 이후에는 경제력이 있는 상민이 교생 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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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교생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상민들은 교생이 됨
으로써 그 자신의 군역과 잡역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뿐아니라, 그 후손 또한 면역을
24) 박용숙, 앞의 글, 34쪽. 다만 박용숙이 신분을 구분함에 있어 준양반과 중인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는데, 여
기서는 이 둘을 합쳐서 중인으로 파악하였다.
25) 최진옥, 1995,「서민층의 성장」
,『한국사』34, 국사편찬위원회, 118～121쪽.

도모할 수 있는 빌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들은 교생 신분을 계제로 하여 향족이 되
면 다시 장의(掌議)나 색장(色掌) 같은 향교의 직책을 맡아 신분 상승을 끊임없이 도
모하였다.
둘째 납속제도(納粟制度)를 이용하여 신분이나 지위의 상승을 도모하였다. 정부
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한 재정의 궁핍 타개, 잦은 흉년으로 발생한 기민의
진휼, 그리고 산성의 축조와 보수, 관청의 부족한 재정 확보 등을 위해 관작을 파는
납속책을 실시하였다. 납속책은 조선후기 전시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다.
특히 현종과 숙종대에 공명첩(空名帖)이 남발되었고, 영조대에 이르러서는 법제화
가되었다. 공명첩은 비록 수직자의 성명이 기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기
는 하지만 정부로부터 공명첩에 명시된 직위를 합법적으로 취득받을 수 있었다. 물
론 납속에 의해 직위를 받더라도 그것이 바로 양반신분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었다.
납속을 통한 면역 또한 납속자 당대에 한하거나 또는 10년 내지 3년이라는 한시적
인 것이었다.
셋째 호적의 기록을 바꾸는 방법이었다. 다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들은 호
적을 담당한 관리와 결탁하여 신분 직역을 거짓으로 기재함으로써 호적상의 신분 상
승을 도모하였다. 공명첩의 구득으로 인한 면역은 일시적이었지만 호적에 납속으로
받은 품계를 기입하여 몇 대가 지나면 영구히 면역하는 방법이 있었던 것이다. 그 외
군관직이나 다른 관작을 거짓 기재 한다든지 또는 유학이나 업유를 모칭하여 호적상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이나 지위를 상승한 상민이 울산지역에 구체적으
로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울산과 언양에 남아있는 호적대장의 분
석을 통해 시기에 따른 상민층 비율의 증감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조선후기 울산과
언양의 상민호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26)
<표 7> 울산부와 언양현의 각 시기별 상민호의 구성비
구분
울산부
언양현

1711년
72.3%

1729년
59.8%

1765년
57.0%

1798년
41.0%

1804년
45.6%

1861년

1867년
34.0%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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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이 울산부의 경우 1729년(영조 5) 상민호의 비율이 전체 호의

26) 정석종, 1983, 앞의 글, 250쪽 ; 박용숙, 앞의 글, 37쪽.

59.8%에 달하였다. 그것이 138년이 지난 1867년(고종 4)에는 34.0%로 감소하였
다. 언양현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였다. 1711년의 상민호의 비율이 72.3%에
달하였던 것이 150년이 지난 1861년에는 19.3%로 급감했다.
한편 상민 인구의 비중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를 울산부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
면 다음 표와 같다.27)
<표 8> 울산부의 각 시기별 상민 인구의 구성비
연대
상민인구의구성비

1729년
49.6%

1765년
50.8%

1804년
33.9%

1867년
18.3%

위 표에서 보듯이 전체 인구에 대한 상민 인구의 구성비도 1729년에 49.6%에서
138년이 지난 1867년에는 18.3%로 급감하였다. 이는 상민호의 구성비와 거의 비슷
한 감소율이다. 물론 호적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치만큼은 아니라고 하더
라도 상민호나 상민 인구가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감소한 것으로 이해해도 큰 무
리가 없을 듯하다. 이는 상민들의 신분이나 지위의 변화가 적어도 호적상에서는 활
발하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4) 노비층의 감소
조선시대 천인에는 노비와 함께 백정·광대·사당·무격·창기·악공 등이 포함
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들 모두가 조선초기부터 천인은
아니었다. 노비와 노비에서 파생된 창기·의녀·악공 등은 명실상부한 천인이었다.
그러나 백정·광대·사당·무격은 원래 천인은 아니었고, 이들의 직업이 사회적으
로 천시되면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천시되어 조선중기 이후에는 천인화된
것으로 보인다.
천인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노비였다. 당시 양반사회는 노비제도를 기반으
로 운영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기관에 있어서나 개인집에 있어서나 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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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있는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해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이러한 조선조의 노비는 존재형태로 볼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상전의

27) 정석종, 1983, 앞의 글, 249쪽.

집에 솔거되거나 국가기관에 선상(選上)·입역되어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노비,
외거하면서 상전이나 소속 관청의 토지를 경작하여 신분적·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노비, 그리고 상전이나 소속관청의 경제적 기반과는 관계없이 외거하면서 신공
만을 납부하는 신분적으로만 예속되어 있는 노비 등이 그것이다. 조선전기에는 첫째
와 둘째 유형의 노비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조선후기로 올수록 셋째의 유형이
우세해져 갔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변화상과 맞물려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조선후기 사회의 변동은 노비신분층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28)
위와 같은 노비존재양태의 변화는 노비들의 경제력 향상과 신분 상승 운동을 촉진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은 납속이나 군공을 세워 합법적인 면천의 길을 걸었고, 나
아가 중인·양반으로까지 신분을 상승하여 갔다. 조선후기의 노비 속량가(贖良價)는
쌀 160섬에 이른 경우도 있었으나, 후기로 올수록 낮아져 숙종대에는 연령에 따라
10～50섬으로 낮아졌다. 노비의 속량가가 현실화되자 많은 노비들이 면천속량되어
상민으로 상승하기가 쉬워졌다.
원래 조선왕조에서는 노비도 다른 신분층과 마찬가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어 전
답과 같은 토지뿐만 아니라 노비까지 소유한 자들이 있었다. 재산을 소유한 노비는
신분적으로는 소유주에게 예속되어 있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소유주나 소속관사의
예속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에
들어와 일부이기는 하지만 노비신분층의 경제적 성장은 조선후기 노비신분 변동의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 점차 노비들은 신분상으로만 노비일 뿐, 현실적으로는 상민
과 다름없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군공을 통한 면천은 원래 상민들의 역이었던 군역에 공사천을 입속시키면서 군역
의 의무가 없던 이들의 입속을 권장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선후기에는 속오군
(束伍軍), 아병(牙兵), 이노대(吏奴隊) 등 노비들이 입속하는 군대가 설치되어 많은
노비신분층이 이러한 병종에 입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노비신분층의 군역입속은 신
공과 군역이라고 하는 이중의 부담으로 고역이 너무 심하여 노비신분층의 자발적인
입속을 기대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위정자들이 노비들의 자발적인 입속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군공을 통한 면천이었다. 군공을 통한 면천은 임진왜란 때에 대대
적으로 실시된 바 있었고, 영조대 이인좌난이 일어났을 때도 시행된 바 있다. 그 외
에도 반란을 진압하거나, 역적을 포획하는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 외에도 비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분을 상승 시켜갔

28) 전형택, 1995,「노비신분층의 동향과 변화」
,『한국사』34, 국사편찬위원회, 144～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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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비신분층의 비합법적인 신분상승의 방법으로는 도망과 신분 모칭(冒稱)이 주
로 이용되었다. 도망의 경우 그 자체로는 신분 상승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었
다. 그러나 도망하여 그들이 신분을 모칭하였을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으므로 도망
도 결국은 비합법적인 신분 상승의 방편으로 이용되었다. 더러는 상민을 모칭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의 족보에 모록(冒錄)하여 신분을 속이거나 유학이나 양반의 후예
를 모칭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병행하여 일부 노비신분층에서는 그들의 상전이나 지배층에
항거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노비 중에서 상전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
는 자들이 늘어나 일부 가난하고 세력이 없는 노비 소유주들은 도망 노비에 대한 추쇄
나 노비들로부터 신공을 받는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노비 신분층의 반항은
심한 경우 상전이나 그 가족에 대한 살해로 나타나기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사회는 노비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노비제의 붕괴·해체가 이루어져갔다. 이는 조
선후기 사회변동 변화에서 신분제의 해체를 뜻하는 가장 극명한 현상이었다.29)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이나 지위를 상승한 노비들이 울산지역에 구체적
으로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다만 울산과 언양에 남아있는 호적대장의
분석을 통해 노비층 비율의 변화상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조선후기 울산과 언양
의 노비호의 시기별 변화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30)
<표 9> 울산부와 언양현의 각 시기별 노비호의 구성비
구분
울산부
언양현

1711년
8.2%

1729년
13.9%

1765년
2.0%

1798년
1.4%

1804년
0.9%

1861년

1867년
0.6%

0.3%

위 표에서 보듯이 울산부의 경우, 1729년(영조 5) 노비호의 비율이 전체 호의
13.9%에 달하였던 것이 70여 년이 지난 1804년에는 0.9%로 급감하였고, 이후 계
속 감소세를 보였다. 언양현의 경우에서도 그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1711년
의 노비호의 비율이 8.2%이던 것이 150년이 지난 1861년에는 불과 0.3%로 급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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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부의 노비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호적대장에서

29) 한영국, 1995, 앞의 글, 7～8쪽.
30) 정석종, 1983, 앞의 글, 249쪽 ; 박용숙, 1994, 앞의 글, 34쪽.

정리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31)
<표 10> 울산부의 각 시기별 노비 인구의 구성비
연대
노비인구의구성비

1729년
31.0%

1765년
17.1%

1804년
23.0%

1867년
14.7%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울산부의 노비 인구수도 1729년 31.0%를 차지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여 1867년에는 14.7%로 반 정도의 비율로 현저히 줄어들었
다. 호적이 가지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노비호와 노비인구가 시기가 지날수록 빠르
게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조선초기 전국의 호구수는 자연호가 대략 100만～150만호 내외였고, 인구는 600
만～700만명 내외였다. 당시 울산지역의 실제 호구수는 울산군이 약 3,000호, 언양
현이 약 1,200호 였고, 인구는 울산군이 약 1만 5,000여 명, 언양현이 약 6,000여
명으로 도합 2만 1,000여 명 정도였다. 이후 전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울산지역의 인구도 늘어났다, 300년 정도가 흐른 18세기 중엽(1749년)에는 약 6만
5,000여 명, 다시 100여 년이 지난 19세기 전반(1832년)에는 약 7만 8,000여 명 정
도로 늘어났다.그리고 현대적인 호구조사를 통해 파악된 20세기 전반(1934년)의 울
산지역의 인구는 14만 4,140명에 달하였다.
신분별로 나누어 울산과 언양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호적을 통하여 분석하였는
데, 이를 종합하여 그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자 한다. 두 지역의 신
분별 호수비(戶數比)를 표로 나타내면 각각 <표 11>과 <표 12>와 같다.
<표 11> 조선후기 울산부의 신분별 호수 비율32)
연대
1729년
1804년
1867년

양반호
26.3
53.5
65.5

상민호
59.8
45.6
34.0

노비호
13.9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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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정석종, 1983, 앞의 글, 250쪽.
32) 정석종, 1983, 앞의 글, 248쪽.

<표 12> 조선후기 언양현의 신분별 호수 비율33)
연대
1711년
1798년
1861년

양반호
19.5
57.6
80.4

상민호
72.3
41.0
19.3

노비호
8.2
1.4
0.3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울산부의 경우 18세기 초에는 신분별 호수의 비율이 상민호, 양
반호, 노비호의 순이었다. 그후 19세기 초가 되면서 양반호가 늘어나고 노비호가 격감
하면서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의 순으로 되었다. 이는 그 동안의 하층에서 상층으로
의 신분상승 현상이 크게 촉진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는 양반호
가 65%, 상민호가34%로 되면서 두 계층으로 이루어진 고을로 점차 변모되어 갔다.
언양현의 경우도 울산과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였는데, 그 변모하는 양상은 더 급
격하였다. 18세기 초에는 신분별 호수의 비율이 상민호, 양반호, 노비호의 순이던
것이 18세기 말엽이 되면 양반호가 크게 늘어나면서 양반호, 상민호, 노비호 순으로
바뀌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는 양반호가 전체 호수의 80%, 평민호가 19%를
차지함으로써 결국 언양은 절대다수의 양반호와 소수의 상민호의 두 계층으로 이루
어진 고을로 바뀌었다.
호적을 통해 본 위와 같은 울산과 언양의 역동적인 모습은 일반 사료에 나타나는
경향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의 호적이 남아있어 비교가 가
능한 대구의 모습과도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분석이 겉으로 드러난 호적
자료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실제의 사회 모습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점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남는다.
<우인수, 울산과학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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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박용숙, 1994, 앞의 글, 37쪽.

제2절 울산의 유교문화

경상도는 조령(鳥嶺) 남쪽에 위치한다 하여 영남(嶺南)이라고 부른다. 이를 낙동
강을 경계로 하여 동쪽을 좌도라 하고, 서쪽을 우도라 하였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에는‘공자와 맹자의 고향[鄒魯之鄕]’
이라 하였고,‘조선 인재의 절반이 영남 출신
[朝鮮人材 半在嶺南]’
이라 하여 유학의 본고장이며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울산(언양 포함)은 영남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지역이었다.
지리적으로 고려 이래 수도와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바다
에 닿았고, 북쪽과 서쪽으로는 태백산맥과 낙동강이 가로막혀 외부와의 접촉이 용이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지역이 문화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통로는 경주 방향으로의
길이 거의 유일하였다. 이리하여 울산은 크게는 영남문화권, 작게는 경주문화권에
포함되었다.
울산은 문(文)보다는 무(武)를 숭상하는 전통이 강한 지역이었다.『신증동국여지승
람』
에 울산의 풍속을‘무예를 숭상하고 상업을 좋아한다. 다만 성품이 굳세어 쉽게
1) 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신라 이래 왜구의 침입로였기 때
문풍으로 교화할 수 있다’

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경주문화권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경주의 외곽에 위치
하며, 더구나 영남문화권의 본령이라 할 안동·상주지역과는 거리가 멀어서 문화교
류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제조건에 따라 울산의 유교문화는 상대적으로 낙후한 편
이었다.
이리하여 조선왕조 500년 동안 울산이 배출한 고명한 학자와 현달한 관리를 찾아
보기 어렵다. 이것은 곧 울산 유학사의 내용이 빈약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학사를 논할 문적(文籍)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문집』
류가 남아있었을 것이지만
많이 일실되어 현전하는 것은 조선후기에 발간된 십수종에 불과하다. 그 내용도 시
문·서간문·제문이 대부분이며, 이기론(理氣論) 등 학술에 관한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혹시 있다하더라도 통념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며, 그나마 성리학이 퇴색
해가던 19세기의 것이어서 유학사적 의미를 찾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유학은 향촌을 교화하고 당대의 정치 및 사회현실 광정
에 소임을 다하였다. 소수 선각자들이 여말선초에『주자가례』
를 실천하여 유풍(儒
1)『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 풍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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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 정착에 기여하였고, 이것이 뿌리가 되어 16세기에는 유학적 소양을 가진 사족 가
문에서 의병장을 배출하였다. 그 후손들은 사림집단을 이루어 유교에 의한 향촌교화
의 역할을 다 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관점에서 울산의 유학사를 소략하게나마 정리
하여 역사적 의미를 찾아 보려 작성한 것이다.

1. 여말선초의 울산유학
1) 유학의 전래와 향교의 설립
울산지역에 유학이 언제 전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신라시대에 수도 경주에서 국학(國
學)을 설치하거나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시행하여 유학을 장려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가까운 울산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지는 기록
이 없어 알 길이 없다. 고려시대에도 울산과
언양은 수도 개경과 멀리 떨어진 벽읍이어서
중앙의 유교문화에 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
다. 그나마 당시의 울산유학과 직접적으로 관

현재의 울산향교

련된 기록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조에 울산에도 유교문화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는 단서는
찾아볼 수 있다. 향교 설치와 관련된 기록들이 그것이다. 인종 5년(1127) 3월에 국왕
이‘여러 주(州)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도(敎道)를 넓히라’
고 조칙하였다.2) 여기의 학
교는 향교를 말하거니와 이로 보아 고려중기부터 외방에 향교를 설치하여 유학교육
을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지역에 향교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는 정확한 연대를 고증할 수 없다. 조선 영
조 25년(1749)의『학성지』
에‘고려초의 흥려부 읍치는 신학성인데, 당시 향교는 신
3)하여 고려초에 이미 향교가 설치되었다고 기록하였다.
학성 북쪽 1리쯤에 있었다’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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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성종 11년(992)에야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 이 기록
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위의 인종 5년의 기록이 이를 말해준다.

2)『고려사』권 74, 선거지 2, 학교 국학.
3)『학성지』
(1749), 학교.

위화도회군 직후인 창왕 원년(1388에
) 지방행정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도안렴출
척대사라는 감사를 파견하여 수령들의 치적을 평가했는데, 그 평가기준 5가지에‘향
교 교육을 일으킨다[學校興]’
는 항목이 있었다.4) 공양왕 원년(1389에
) 는 5도에 교수
관을 파견하여 군현의 학정(學政)을 살피되‘4서·5경을 읽게 하고 사장(詞章) 학습
은 허락하지 않는다’
고도 하였다.5) 이로써 고려 최말기에 이성계와 그를 추종하는
신흥사대부들이 향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유학 진흥정책을 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왕조 개창 후 태조는 각도 안찰사에게 명하여‘학교의 흥폐로써 수령을 고과
(考課)하는 법으로 삼으라’
하였다. 이리하여‘함경도의 공주에서 갑산에 이르기까지
모두 향교를 세우고 사자(士子)를 모아 경서를 가르쳤다’할 정도가 되었다.6) 수령
은 군수·현령 등 지방행정 단위의 수관(守官)을 말하니‘1고을 1향교’설립을 추진
해 나갔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태조 연간에 전국 각 군현에 모두 향교가 설치되었
고, 울산과 언양에도 이르면 고려말, 늦어도 조선 태조조에 이미 향교가 설치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세종 원년(1419)부터 군 이하의 향교에 교수를 담당하는 훈도를 두기 시작했다.
이들은 생원·진사로서 관찰사가 4서·2경으로 시험보아 뽑은 자들이다. 동 12년
(1430)에는 언양에 교도를 파견하였다. 500호 이상 되는 고을에 교도·훈도를 파견
하는 것이 전례인데, 언양이 당시에 680호였기 때문이었다.7) 이것은 이보다 앞선
어느 시기에 언양에 향교가 설치되었음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언양보다 인구가 많은
울산에는 이보다 앞서 향교가 설치되었고, 교도가 파견되었음은 다시 말할 나위 없
을 것이다.
훈도·교도를 맞이한 울산과 언양의 향교에서는 지방자제 교육이 본격적으로 이
루어졌을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려말~조선초기에 경서 교육
을 중시하였고, 훈도를 4서와 2경으로 시험보아 뽑은 것으로 미루어 사장보다는 4
서·5경을 교과내용으로 하는 경학교육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성리학과『주자가례』수용
울산지역에서도 향교 설립을 전후하여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여말선초에 성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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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고려사』권 75, 선거지 3, 전주.
5) 위의 책, 권 74, 선거지 2, 학교.
6)『증보문헌비고』권 209, 학교고 8, 향학.
7)『세종실록』권 47, 세종 12년 정월 임술.

의 실천덕목인『주자가례』
를 행하고,『소학』
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생원시에 합격한
인물이 기록에 나타나는 것이 그 증좌이다. 후술하는 언양의 신계은(辛繼隱), 정종문
(鄭宗文), 정상인(鄭商仁), 울산의 송도(宋滔)가 그들이다. 성리학은 남송의 주자(朱
子)가 집대성한 신유학으로 고려말에 원(元)에 출입하던 관원들이 수용하였다. 충렬
왕 때 안향이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뒤이어 백이정이 충선왕을 따라 원의 수도에서
10여 년 간을 머물다가 돌아오면서 성리학 서적을 많이 들여왔다. 권부 등은 주자의
『사서집주』등을 전파하는 한편 과거에서까지 이를 채택하게 하였다. 이어 이색(李
穡), 정몽주(鄭夢周) 등 학자들의 시기에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가 전문적 수준으로
향상되게 되었다.
성리학에 따르면, 우주만물은 모두 형이상(形而上)의 이(理)와 형이하(形而下)의
기(氣)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의 이는 사물의 성품을 결정하고, 기는 사물
의 형체를 결정한다. 이는 인간을 포함하는 우주만물에 근원적으로 내재하는 궁극적
근원이며, 음양오행의 기를 있게 하는 까닭[所以]으로서의 이이기도 하다. 만물은 동
일한 이를 근원으로 한다는 데서는 평등하지만, 기의 결합이나 작용 여하에 따라 온
갖 차별을 가져 개성을 이루게 된다. 이를 성리학의 우주론이라 한다.
성리학은 또 인간도 이와 기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인성을 이루는 근원이며,
기는 인간의 형체를 이루는 근원이다. 이는 성(性)이라고도 하며, 순수하고 착한 인
의예지(仁義禮智)가 그 대표적이다. 이를‘본연의 성’
이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기를
타고났으므로 기의 작용에 따라 본연의 성이 흐려져 정욕이나 악을 좇아 행하기도
하니 이를‘기질의 성’
이라 한다. 이것이 성리학의 인성론이다.
그런데 인성론에 있어서 인간은 기의 작용에 따라 성인(聖人)과 우인(愚人), 현인
(賢人)과 불초(不肖) 등으로 차별상을 나타내지만, 인간사회는 이러한 내적인 차별상
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당시 사회는 지배, 피지배의 관계가 있는 계층사회였던 것
이다. 이러한 사회관계는 기의 작용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외적인 규정에 의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사회 속의 인간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야 하
니 이것이 명분론이다.
명분론은 군신(君臣), 부자(父子), 부부(夫婦), 주노(主奴), 군자소인(君子小人), 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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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華夷)와 같은 현실적인 인간세계의 질서는 모두가 자신의 사회적 분수 즉 명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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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상명하복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따라 피지배인의
분수를 강조하는 충·효·열이 강조되었고, 이민족을 멸시하는 화이사상(華夷思想)
이 확립되어 갔던 것이다. 이것이 성리학의 사회사상이다.8)
성리학을 수용한 초기에는 사변적인 이기론(理氣論)보다는 더 구체적이며 현실적

인 이 명분론 방면으로 이해가 깊어갔다. 즉 명분론에 따라 정통이 아닌 고려왕조를
뒤엎고, 이적(夷狄)인 원을 배척하면서 중화(中華)인 명에 사대하였다. 한편으로 사
회윤리로서의 명분을 위해 삼강오륜을 재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삼강오륜은 유교경전에 나타나며, 구체적인 실천덕목으로는『주자가례』
와『소학』
에 잘 나타나고 있다.『주자가례』
는 주자가 편찬했다 하는 관혼상제례의 방법과 절
차를 밝힌 책이다. 여기서는 삼년상과 제사를 특히 중시하였고, 이를 위해서 선조의
신주를 모시는 가묘(家廟)를 설립하게 하고 있다. 고려말의 신흥사대부층은 성리학
적 실천윤리로서 가정의례를 중시하였고, 이에 따라『주자가례』
를 보급하여 불교 및
민간신앙과 접합된 장·제례 및 음사(淫祀)를 금단하면서 삼년상과 여묘(廬墓), 그리
고 가묘설립을 적극 권장했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말의『주자가례』이행은 극소수 지식인층에 한정되어 있었다. 창왕대
권근의 상소에 따르면, 삼년상을 이행하는 자는‘1만명 중에 혹시 1명이 있다’할 정
도로 희소하였다.9) 조선 태종 6년(1406) 당시 가묘를 세운 집은‘백에 한 둘도 없
다’
는 형편이었다. 세종 9년(1427에
) 도‘서울과 외방의 대소인원이 누차 가묘를 세
우라 해도 듣지 않고, 신주마저도 설치하지 않은 자가 파다하다’
는 실정이었다.10)
이로 보아 여말선초에 삼년상을 이행하고 가묘를 설치한 자는 매우 선진적인 지식인
이었음을 알 수 있다.
『소학』
은 주자가 교육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경전에서 취사선택하여 편집한
유학교육 입문서이다. 여기에는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의 3대 강령을 내
세우고, 쇄소(灑掃), 응대(應對), 진퇴(進退)의 예절을 실었다. 다시 애친(愛親), 경장
(敬長), 충군(忠君), 융사(隆師), 친우(親友)의도리에 이르기까지 일상의 예절과 삼강
오륜의 실천덕목을 구체적으로 실어 성리학의 실천강령 기본교재로서 중요시되었
다. 고려말에 성리학이 전래되면서『소학』
도 유포되기 시작하였고, 조선왕조를 개창
한 신흥사대부들이 이를 적극 수용하였다.
3) 울산 유학의 선구자들
울산에서도『주자가례』
를 실천한 선구적인 인물들이 있어『신증동국여지승람』
에기
록되었다. 앞에서언급한 언양의 신계은, 정종문, 정상인과울산의 송도가 그들이다.
8) 김태영, 1987,「성리학」
,『한국사연구입문』
, 지식산업사, 278～280쪽.
9)『고려사』권 115, 열전, 이숭인.
10)『태종실록』권 11, 태종 6년 6월 정묘 ;『세종실록』권 35, 세종 9년 2월 무진.

조
선
후
기

555

신계은은 부모를 위해 전후 6년간을 여묘하였고, 정종문은 부모가 연이어 사망하
여 3년간을 여묘하였다. 정상인은 부친이 일찍 사망해서 조부모를 위해 3년간을 여
묘하였고, 장례와 제례를 모두 가례에 따랐다. 또 스승 길재를 위해 심상(心喪) 3년
을 행하니 사람들이 모두 공경하였다.11) 모두가『주자가례』
를 몸소 실천한 인물이다.
정상인은 길재의 제자라 한 것으로 보아 고려말의 인물이지만, 그의 가계와 관직경
력은 알 수 없다. 아마도 길재가 선산으로 낙향하여『소학』위주의 유학교육과 성리
학적 실천윤리를향촌사회에 보급시키자 그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도는 조선 세종조의 인물로서 동 10년(1428에
) 효자로 정표되었다. 성균관생원
으로서 병든 부모를 간병하였고, 부모가 연이어 사망함에 분묘를 짓고 상례를 한결
같이『주자가례』
를 따랐다. 또 가묘를 세우고 때 맞추어 제사를 모시기도 하였다.12)
그의 효자로서의 행적은 이후 윤색 가미되어 울산에서‘잉어가 뛰어나오고 산꿩이
날아들었다[魚躍雉入]’
는 설화를 낳았고,13) 오늘까지 효문동(孝門洞)이라는 지명으
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송도의 당시 신분이 성균관 생원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초기에 이미 울산에서도 생원시에 합격한 인물이 있을 만큼 성리학 학풍이 조성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생원시는 진사시와 함께 사마시(司馬試)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합격한 자를 생원
또는 진사라 하였다. 이들에게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지고, 또 문과(文科)에
응시할 자격도 주어졌다. 이들은 생원·진사의 자격으로 일부 극소수가 관직에 임용
되는 경우도 있었다. 사마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학자 또는 지식인으로서의 공인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과 가문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이지만, 향촌
에서 학식과 인품으로서 지도층의 위치를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생원시는 3년마다 한번씩 치르되 초시와 복시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시험과목은
4서와 5경이었다. 복시에서는 시험에 앞서『주자가례』
와『소학』
을 시험 보아 여기에
합격해야 비로소 응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전국적으로 100명을 선발하였다.
조선초기 전국의 군현 수는 400을 상회하였으니 생원시는 평균 4개의 군현에서 3년
마다 한 명이 배출되는 어려운 시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합격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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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는 물론『소학』
과『주자가례』
를 두루 익힌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11)『신증동국여지승람』권 23, 언양 효자.
12) 위의 책 권 22, 울산 효자 ;『세종실록』권 42, 세종 10년 10월 병오.
13)『울산부읍지』
(1832), 인물.

생원·진사가 입학하는 성균관의 교과내용도 경학 중심이었다. 식년(式年) 과거의
초장이 4서·5경 강설이었고, 중장은 표(表), 론(論), 고부(古賦) 가운데 한 문제, 종
장은 경사(經史), 시무(時務) 가운데서 책문(策問)을 출제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세종
20년(1438)까지 진사과를 폐지하고 생원과만을 두었다. 이 생원과의 시험과목이 4
서 5경이었으니 당시에는 문학보다는 경학에 치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원시는
성균관에서 시행하며, 성균관 대사성이 반드시 고시관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을 만큼
중요시하였다. 요컨대 세종 초기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성균관에 유학한 송도는 울산
이 배출한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선진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가 울산유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주자가례』
와『소학』
을 배우고 실천해서 효자로 정표되었다는
사실과, 사료로 확인되는 울산지역 최초의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이라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송도의 학문은 가학(家學)과 향교교육을 통해 성취되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는
공민왕 8년(1359에
) 홍건적을 격퇴한 공으로 1등 공신에 책훈되고 연안부원군으로
봉해진 송경(宋卿)의 7세손이다. 그의 가문은 신왕조 개창에 적극 동참하지 못했던
듯하여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로 낙향하였고, 그 중 송도의 부친 침(琛)은 울산으로
이거하였다.14) 훈신 가문이었으니 만큼 자제들은 전통적인 가학을 이었을 것이며,
울산 향교에서도 학업을 계속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조의 이종근(李宗根)도 울산 출신으로서 생원시에 합격한 인물이다.15) 그의
부친 이예(李藝)는 울산 토성(土姓)으로 울산군 기관(記官)이었는데, 태조 5년(1396)
에 왜구에게 잡혀간 지울산군사 이은을 시종한 공으로 향리의 역을 면제받고 관직에
올라 지중추원사 세자좌빈객 등을 역임하였다. 이종근은 부친이 서울에서 관직을 지
냈으니 아마도 서울에서 성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역시 가학과 서울의 향교에 해
당하는 4부 학당을 통해 학문을 익혔을 것으로 보인다.
송도는 성균관 유학 중 부모의 연이은 사망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던 듯하여
관직에 나아간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종근은 관직이 문의 현령에 이르렀으나 이 후
의 행적은 알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문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학문적 성과를 가늠
할 길이 없다.
울산지역 사림은 여말선초의 신계은, 정상인, 정종문, 송도, 이종근이성리학적 덕
목과 학문을 익힌 14세기 말~15세기초기 이후 약 100년간은 중종 23년(1528)에 언

14) 이지우, 1997,「울산의 문풍과 생원 송도」
,『가라문화』14, 94～95쪽.
15)『울산읍지』
(1899), 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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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김신숙이 진사시에 합격했을 뿐 특기할만한 인물이 기록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공백기이다. 그러다가16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울산의 의병장들이 사림의 명맥을 이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의학맥은 후술하는대로 영남학파의 퇴계학파에 닿게 된다.

2. 중앙 유교문화의 세례
외방에서 문풍을 진작시키는데는 그 지역에 당대의 고명한 학자가 거주하거나 수
령으로 재임하는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울산에는 고명한 학자
가 거주한 적은 없지만, 고려중기~조선초기에 중앙의 명망있는 학자와 관인들이 유
배오거나 수령으로 부임한 사실들이 확인된다. 또한 어떤 연유로 울산에 머물렀던
인물들도 확인된다. 고려중기의 김극기(金克己), 고려말의 정포(鄭 ), 정몽주(鄭夢
周), 이첨(李詹), 조선초기의 권근(權近), 서거정(徐居正), 양희지(楊熙止), 김종직(金
宗直)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울산에서 시, 기문(記文) 등을 남겨 당대는 물론 후대에
도 문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다.
1) 고려중기~고려말
김극기는 생몰년 미상의 고려 명종조 인물로서 울산의 태화사(太和寺)를 읊은 시
서(詩序)와 시를 남겼다. 이 중 시서에는 울산의 계변천신(戒邊天神) 설화와 태화사
의 유래가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흥례부에는 계변천신이 학을 타고 신두산에 내려
와 인간의 수명과 봉록을 관장했다고 전해오며, 이로써 학성(鶴城)이라는 울산의 별
칭이 유래됐다 한다. 태화사는 신라의 자장국사가 정관 12년(638)에 구법을 위해 중
국으로 갔다가 동 17년(643)에 돌아와 사포(絲浦)에 정박하고서 이 곳에 터를 잡아
지은 절이라 하였다.
시서에는 흥례부를‘경주에서 남쪽으로 물길과 산구비를 돌아 하루를 간다’
하였
고, 태화사를‘용머리와 같은 절벽을 베개로 삼고, 독수리봉과 연이어 솟아올라 있
다’하였다. 또 시에는 태화사를‘북으로는 푸른 산이 둘러 섰고, 남으로는 파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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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묘사이다.16) 이로써 그가 한 때 울산이나 인근 경주에 관원으로 재임했거나, 무
슨 연유로든지 울산에 거주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16)『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 누정.

정포는 충숙왕 충혜왕조에 활약한 인물로 성균관사예, 예문관응교, 지제교, 좌사
의대부, 예문관직제학 등 문한(文翰)을 다스리는 요직을 역임하였다. 그는 충혜왕 복
위 3년(1342에
) 반대파의 참소로 지울주사로 좌천되었다가 뒤이어 복주(안동)로 이
배(移配)되었다. 그가 울산에 재임한 기간은 한 해 남짓하지만 이 지역에 끼친 영향
은 자못 지대하였다.
그는 울산의 경승지인 평원각, 망해대, 벽파정, 은월봉, 장춘오, 태화루, 백련암,
개운포를 읊어 최초의「울산팔영(蔚山八詠)」
을 남겼다. 이 후 그와 교유한 이곡(李
穀)이 이 시의 운(韻)을 따서 다시 울산팔영을 읊었다.17)
이곡은 목은 이색의 부친으로 충렬왕~충정왕대의 인물이다. 예문관검열을 거쳐
원나라에서 정동성 향시에 수석으로, 전시에 차석으로 급제하여 관직을 역임하였다.
고려에 돌아와서는 지밀직사사 정당문학 도첨의찬성사 등을 역임하였다. 이곡이 울
산팔영을 지은 것으로 보아 역시 어떤 연유로 일시 울산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데 확인되지는 않는다.
우왕 2년(1376), 정몽주의 언양유배는 울산지역 유교문화와 관련하여 매우 뜻깊
은 일이다. 그는 울산과 그리 멀지 않은 영천 출신으로 공민왕조에 문과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관직에 나아갔다. 예문관 검열과 수찬, 성균관 박사와 사예·직강·사성을
거쳐 성균관 대사성 등 문한직과 경상도 안렴사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성균관대사
성 재임 중 이인임, 지윤 등 보수파의 배명친원 외교방침을 반대하다가 언양에 유배
되어 이듬해에 풀려났다. 그는 성균관박사 시절에 당시 성리학 경서로서는 하나뿐인
『주자집주』
를 강설함에 다른 사람의 견해를 뛰어넘을 만큼 학문이 깊었다. 이색이
자주 말하기를‘정몽주가 이(理)를 논함에 횡설수설(橫說竪說)하는 것이 이치에 맞
지 않는 것이 없다’하고는 그를 동방 성리학의 시조라 추장하였다.18)
정몽주는 후일 이성계 일파의 역성혁명 음모를 감지하고 이를 막으려다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게 격살되었다. 이방원은 조선왕조의 태종이 되어 그를 문충공(文忠
公)으로 시호하고, 세종은 그를 길재와 함께『삼강행실』
의 충신전에 등재하여 충신
의 표상으로 삼았다. 그의 학문과 충성은 언양과 울산사림의 사표가 되었고, 훗날 울
산의 구강서원(鷗江書院)과 언양의 반고서원(槃皐書院)에 향사되었다.
이첨은 고려말 조선초기의 인물로 공민왕이 성균관 9재에 거동하여 친히 경의(經
義)로써 시험하여 뽑은 7명의 생도 중 1등으로 합격한 수재였다. 그는 공양왕에게 유
17) 앞의 책, 제영, 이 시들은 송수환 역주, 1999,『태화강에 배띄우고』
(울산경승 한시선집)(울산광역시)에 실
려있다. 이하 인용하는 시들은 모두 그러하다.
18)『고려사』권 117, 열전, 정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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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치를 강조하는‘잠규(箴規) 9조’
를 상소하였다. 여기에는 3년상을 시행하여 신
종(愼終)의 뜻을 돈독히 할 것, 가묘를 두게 하여 추모하는 도리를 권장할 것 등의 내
용이 들어 있다.19) 요컨대『주자가례』시행을 적극 주장한 것이다.
그는 울산의「고읍성기」
를 남겨 우왕 10~11년(1384~1385간에
) 축성한 울산읍성
의 내력을 기록하였다.20) 또 시「처용암」
과「울주잡제」
를 남겼다. 처용설화가 얽힌
처용암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울주잡제에‘남쪽 땅 벼슬살이라 탓하지 마라, 눈 아
래엔 오히려 푸른 바다 있으니[莫嫌席地南來盡 還有滄溟眼底平]’
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여말선초에 울산에 일시 관원으로 재임했거나 머물렀음을 짐작케 한다.
고려말의 성리학은 성균관을 중심으로 발달했다. 그 중심에 있는 학자는 다른 직
책과 함께 성균관대사성을 겸하는 겸대사성이었다. 고려말에 이색이 처음으로 이를
맡았고, 이어 정몽주, 박의중, 이첨, 권근, 조용, 변계량 등 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모두 경술과 문장으로 당대에 존중받는 사표들이었다.21)
이러한 위치의 겸대사성을 지낸 정몽주, 이첨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이 울산을 다
녀갔거나 일시 머물렀고, 혹은 문자를 남겼다는 사실은 고려말 이래 울산도 중앙의
유교문화 세례를 받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이들이 머무는
동안 울산사림과 일정한 교유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시문 등 문학을 논하거나 성
리학의 정치사상과 철학사상을 논하기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2) 조선초기
권근은 고려 공민왕~조선 태종조의 인물이다. 그는 이색의 제자로 정몽주, 박상
충, 이숭인, 정도전 등 당대 석학들과 교유하면서 성리학 연구에 정진하여『입학도
설』
『오경천견록』등을 남겨 후일 퇴계 이황(退溪 李滉) 등 여러 학자에게 크게 영향
을 주었다. 그는 처음으로「태화루기」
를 남겨 울산과 인연이 깊다. 태종 원년(1401)
에 국왕의 장인 민제의 요청에 따라 경상도관찰사 안노생과 지울주사 손광연이 태화
루를 중건하였고, 이를 기념하여 이 기문을 지었던 것이다. 기문에‘큰 내가 남쪽으
로 흐르다가 동쪽으로 꺾이는 곳에 물이 더욱 넓고 깊으니 이 곳을 황용연(黃龍淵)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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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
거나,‘물이 동으로 도는 곳에 높다란 산이 있어 해죽(海竹)과 산다(山茶)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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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에도 무성하니 이를 장춘오라 한다’
하였다.22) 그의 행적 중에 울산을 다녀간
19) 위의 책 권 117, 열전, 이첨.
20)『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 고적.
21)『세종실록』권 55, 세종 14년 3월 정축.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여기의 울산풍경 묘사는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게
한다. 아무튼 그가 남긴 태화루기는 울산의 문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였을 것이라 생
각된다.
서거정은 세종~성종조의 문신이며 학자이다. 학문이 넓어 천문지리와 의약, 풍수
에까지 정통하였다. 문장에도 일가를 이루었는데 특히 시에 능통하였다. 예문관대제
학을 역임하는 등 문형(文衡)을 관장하여 15세기 관학 진흥의 핵심역할을 다하였다.
그는 울산을 다녀가「태화루중신기」
를 남겼다. 울산출신 양희지와 함께 태화루를 답
사하면서 그 퇴락한 모습을 탄식하였는데, 이듬해 울산군수 박복경이 이를 중수한
후 양희지가 요청하여 이 기문을 짓게 되었다.23) 서거정이 태화루를 읊고, 이를 양
희지가 차운하여 읊은 시가 남아 있다.24)
양희지는 세종～연산군조의 인물로 대구 출신이면서 처향 울산으로 이거하였다.
앞에서 본 생원 이종근의 딸이 그의 처이다. 홍문관교리, 직제학대사간, 동지성균관
사 등을 역임하였고, 문장에 뛰어났다. 그는 이 시기 유일한 울산출신의 고위 문신으
로서 향리의 문풍 진작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직은 세종~성종조의 인물로 울산의 이웃 밀양 출신이다. 그는 영남사림파의
종장(宗匠)으로 특히 시와 문장에 뛰어나 일세를 풍미하였다. 그의 문명(文名)은 조
정에 널리 알려져 어명에 따라 각종 책문을 지었는데, 훈구파 인사들도 찬탄할 정도
였다 한다. 그는 세조 10년(1464에
) 경상도좌병영 병마평사로 좌천되어 한 때 울산
에 머문 적이 있다. 여기서 그는 많은 시문을 남겼으니, 태화루, 치술령, 입암, 처용
암, 동백섬, 유포석보, 병영등을 읊은 시와 좌병영내상제명기가 그것이다.25)

3. 울산사림의 학맥
1) 퇴계학파(退溪學派)의 형성
조선중기 이후 울산사림의 학통은 영남학파의 퇴계학파에 속하며, 그 연원은 영남
사림파로 거슬러 올라간다.26) 영남사림파의 학통은 다음과 같다. 정몽주가 이색의
학통을 이어 동방 성리학의 개조가 되었고, 이성계 일파의 반역음모를 감지한 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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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신증동국여지승람』권 22, 울산 누정.
23) 위와 같음.
24) 양희지,『大峯集』권 1, 詩.
25) 김종직,『 畢齋集』詩集 권 3, 4 ; 文集 권 2.

를 제거하려다가 오히려 이방원에게 격살되었음은 앞에서 본 대로이다. 이로써 그는
불사이군(不事二君)의 충절을 지켜 조선왕조에 들어서서도 학문과 절의를 겸비한 대
표적인 충신으로 인식되었다.
정몽주의 제자 길재는 조선왕조 개창 직전에 향리인 선산으로 낙향하였다. 그는
여기서 성리학적 윤리를 실천하면서 지방자제 교육에 전념하였다. 문하에 김숙자를
배출하였으니, 길재의 학통은 김숙자와 그의 아들 김종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김
종직은 김굉필, 정여창, 김일손을 비롯한 여러 제자를 길렀고, 이들이 과거를 통해
중앙관계로 진출함에 따라 훈구파가‘경상도선배당(慶尙道先輩黨)’
이라 일컫는 정
치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을 영남사림파라 한다. 그 학문적 경향은 정몽주와
길재의 정통성리학 학통을 계승하여『소학』
을 교육의 기초로 삼고『주자가례』
를실
천하는 것이었다.
영남사림파는 주로 언관직에 있으면서 강개한 언사로 훈구세력과 대립하였다. 그
결과 연산군조의 무오사화와 갑자사화에서 대거 처형되거나 유배되어 세력이 약화
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학문과 실천윤리는 확산되어 중종조에는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이른바 기묘사림으로 계승되었다. 중종 10년(1515을
) 전후하여 기묘사림이 집
권하였는데, 이들은『소학』
과『주자가례』
에 의한 유교적 실천윤리를 더욱 강조하였다.
조광조는 김굉필이 무오사화로 황해도 배천에 유배되었을 때 수학하여 영남사림
파의 학통을 잇게 되었다. 인종 원년(1545) 성균관진사 박근 등의 상소에“조광조는
김굉필에게서 수업하였고, 김굉필은 김종직에게서 수학했는데, 김종직의 학문은 아
버지인 김숙자에게서 전수받았다. 김숙자의 학문은 길재에게서, 길재는 정몽주에게
서 전수받았다. 정몽주의 학문은 실로 동방(성리학)의 시조이다”
하였다.27) 이것은
곧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조광조를 잇는 학통이 확립되
었음을 뜻한다.
기묘사림 집권기에 영남의 유학을 크게 진흥시킨 인물은 조광조와 함께 김굉필에
게서 동문수학한 경기도 여주 출신 김안국이다. 그는 중종 13년(1518에
) 경상도관찰
사로 재임하면서 지역 사류(士類)를 적극 발굴하여 천거하였다. 또 도내 고을을 순행
하면서 향교 교생들에게 특히『소학』
과 성리학적 실천윤리를 권장하였다. 그는 울산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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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도 인연이 깊었으니, 울산향교의 교생들에게『소학』
을, 언양향교 교생들에게
삼강오륜을 강조한 시를 남겼다.28)
26) 영남학파와 퇴계학파에 관하여는 이수건, 1995,「영남학파의 형성과 발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
조각)를 크게 참고하였다.
27)『인종실록』권 1, 인종 원년 3월 을해.

김안국 문하에는 이언적(李彦迪)과 이황이 출입하였다. 그들은 15세기의 영남사림
파와 16세기의 영남학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셈이 되었다. 이언적은 경주 안강 양
좌동 출신이며, 같은 마을 경주 손씨의 외손이다. 그는 퇴계보다 10년 연상이어서
선배격에 해당되며, 학문적으로도 퇴계 주리론(主理論)의 개조가 되었다.
그의 학문은 당대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사후에 퇴계가 그의 유고를 교정하
고 행장(行狀)을 찬술하는 등 현양함으로써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후일 종묘
에 배향되고, 동방5현의 한 사람으로 문묘에 배향됨으로써 경주권의 대표적인 사표가
되었다. 그가 울산의 구강서원과 언양의 반고서원에 제향된 소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황은 안동 예안 출신으로 평생 학문에 몰두하면서 많은 저술을 남겨‘동방의 주
자’
라는 칭호를 받았다. 그는 과거를 거쳐 6조의 좌랑과 예조판서·우찬성·대제학,
판중추부사 등 고관요직을 두루 거치고, 명종말~선조초에 신진사류의 영수가 되어
조정과 재야 모두의 추앙을 받았다. 그가 주리론을 대성한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거
니와 만년에는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독서와 저술에 전념하여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다.
이황은 조광조의 행장도 찬술하였다. 나아가서 그는 경연에서 선조에게‘조광조를
추증하고, 조광조를 모함한 남곤을 추죄(追罪)하는 것이야 말로 옳고 그른 것을 분명
하게 하는 것’
이라고 진언하여 이를 수용케 하였다.29) 이것은 기묘사림에 의해 계보
화된 성리학의 도통을 조광조와 이언적에게 이어 동방 4현(김굉필, 정여창, 조광조,
이언적)으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황은 한편으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어 한 학파를 형성하였으니 이를 퇴계학파
라 한다. 영남에서의 대표적인 퇴계 학맥은 다음과 같다. 조목(趙穆)의 학맥은 예안
을 중심으로 하여 봉화, 영주로, 유성룡(柳成龍) 학맥은 안동의 풍산현을 중심으로
하여 상주, 예천, 의성으로, 김성일(金誠一) 학맥은안동 임하현을 중심으로 하여 영
해, 영양으로 확산되었다. 정구(鄭逑) 학맥은 장현광(張顯光)을 중심으로 성주, 안동,
경주로, 허목(許穆)을 중심으로 서울 근교로 확산되었다.
영남학파의 다른 한 갈래는 우도의 남명학파(南冥學派)이다. 남명학파는 합천 출
신 남명 조식(曺植)을 종조로 하여 일어난 학파이다.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우도
및 하도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에 퍼져나갔다. 남명은 퇴계와 동갑으로 정여창, 김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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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김안국,『慕齋集』권 1, 詩,「勸示蔚山學徒」
,「勸示彦陽學者」
.
29)『선조실록』권 2, 선조 원년 9월 정묘 .

필요가 없다’
하여 이론보다는 실천을 중시하여 경의(敬義)와 지행일치(知行一致)를
학문과 행실의 방법으로 삼았다. 그래서 남명은 중도에 과거를 포기하고, 간혹 유일
(遺逸)로 천거되어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였으나 산림으로 일생을 마쳤다.
그는 이언적, 이황과 서신을 교환하면서 교유하기도 하였으나 상면한 적은 없다.
그러나 남명은 이언적을 을사사화 당시 추관으로 있으면서 자신의 문인들을 구제하
지 못했다 하여 비판하였고, 퇴계와 기대승의 4·7논쟁(四七論爭)을‘이름을 훔치고
세상을 속이는[盜名欺世] 일’
이라 하여 퇴계도 비판적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영남
학파의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는 서로 경쟁적인 관계 하에 있었다.
그의 문하에는 정구, 곽재우 등이 수학하였고, 김우옹, 정인홍, 최영경, 이제신, 김
면, 조종도, 성여신 등 많은 문도가 배출되었다. 남명 문도는 처음에는 퇴계학파 문
도들과 함께 동인에 속했으나 유성룡과 정인홍이 반목하면서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
서게 되었다. 후에 광해군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인홍이 북인의 영수가 되어 위세를
떨쳤으나 서인의 인조반정으로 몰락하고 말았다.
초기 울산사림의 학맥은 알 수 없다. 고려말에 언양의 정상인이 길재의 문인으로
확인되지만, 그의 학맥과 관력이 알려져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조선
중종조의 김신숙 역시 학맥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이 후 조선중기에 이르러서야
울산사림의 학맥이 퇴계학파의 여헌 장현광과 미수 허목에 연결된다는 기록이 나타
난다. 그 계보를 추적하면 결국 정몽주→길재→김숙자→김종직→김굉필·정여창→
조광조→이언적→이황→정구→장현광→허목으로연결되게 된다(<표 2> 참조).
정구는 성주 출신으로 김굉필의 외증손이며, 고려말에 지울주사로 좌천되어 왔던
정포의 8세손이다. 일찍이 퇴계와 남명 양측 문하를 드나들었으나 정인홍과 사이가
벌어지면서 차츰 퇴계 쪽에 기울었다. 그의 학문은 경서, 역사, 천문, 풍수지리, 병
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예학에 밝았다. 정구의 문집에는 울
산의 망해대를 정포의 운자를 따라 읊은 시가 실려있어 울산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30)
장현광은 안동 출신으로 정구에게서 수학한 적이 있어 퇴계 문도로 분류된다. 정
구는 그의 처삼촌이다. 그는 일생 학문과 교육에 종사하고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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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 산림의 한 사람으로서 국왕과 대신들에게 도덕정치의 구현을 강조하였다. 그는
퇴계 문도이기는 하지만 이기론과 심성론에서는 퇴계의 학설과 상이한 점이 많다.
허목은 경기도 연천 출신으로 가계는 영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러나 청년
30) 정구,『寒岡集』別集, 권 1, 詩,「望海臺仰次先祖雪谷先生韻」
.

시절에 부친이 거창 현감으로 내려오면서 경상우도에 장기간 머물렀고, 이 때 정구
를 사사하여 퇴계학파에 속하게 되었다. 그는 이후에도 고령, 성주, 의령, 사천, 창
원 등지를 왕래하면서 10여년간을 살았고, 안동·상주 등 경상좌도에도 출입하면서
영남학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2) 퇴계학파와 울산사림
조선중기 이후의 울산사림은 영남학파 중 퇴계학파의 학맥을 이었다. 이웃 고을인
경주와 영천이 퇴계학파의 영역에 속하여 그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색도 퇴계 문인 유성룡 이래 경상좌도의 당색인 남인 계열이 주류일 수 밖에 없었
다. 조선후기 울산에서 유풍이 흥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달한 관리를 배출하지 못
한 것은 숙종조의 갑술환국 이래 남인이 실세하여 재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기록상 처음으로 퇴계학파와 접한 울산사림은 왜란 당시 울산 의병장인 이경연(李
景淵)으로 나타난다. 그는 본관이 울산으로 이예의 5세손이다. 그의 실기『제월당선
생실기』연보에 따르면 10세까지 숙부 이봉에게서 수학하였고, 11세에 조호익(曺好
益)에게 나아가 수학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가『대학』
을 읽으면서 강목(綱目)과 체용
(體用)의 뜻을 물으니 숙부가‘나는 너를 가르칠 수 없다’
하고는 조호익에게 취학하
게 했다.31)
조호익은 창원 출신으로 퇴계의 문인이다. 형조정랑, 절충장군을 지냈으며, 왜란
당시에 평양전투에 참가하여 전공을 세웠다. 한편으로『심경질의고오』
『이기유석등
변』등 성리학서를 남긴 학자이기도 하다. 이경연의 숙부가 그에게 조카를 수학하게
한 것은 이전부터 서로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이며, 이로써 울산사림은 이경연의 선
대부터 퇴계학파와 학문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연보에는 또‘24세에 조호익, 장현광, 김우옹, 이덕홍 등 여러 선생이 불골사32)
에 모여 의리(義理)를 강설한다 하여 가서 들었다’
고 하였다. 이로써 이경연은 장현
광의 문인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여헌선생급문제자록』
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
다.33) 여기의 이덕홍도 퇴계 문인이며, 김우옹은 남명의 외손이어서 남명 문도이지
만, 퇴계 문하에도 출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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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霽月堂先生實紀』권 1, 年譜. 이하 이경연에 관한 서술은 모두 이에 의함.
32) 불골사의 위치는 알 수 없다. 경주와 그 주위에는 이런 이름의 사찰이 없다. 불골(佛骨)은 사리를 말하거
니와, 진신사리를 모신 울산 태화사를 이렇게 칭했을 것이라 추정된다.
33)『旅軒先生及門諸子錄』권 1, 及門錄.

이경연은 26세에 불국사 범영루에서 정세아, 금난수, 이응춘, 조덕기 등과 노닐면
서 오언절구를 지었다. 정세아와 금난수는 퇴계 문인이며, 왜란 중 경북지역에서 의
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울산 의병장인 윤홍명(尹弘鳴)의 실기에는 이 때 모두 20인이
참가했다고 하는데, 모두가 운자 래(來)·배(盃)·재(才)를 써서 시를 지었다. 여기에
참가한 울산출신 인물은 유정, 윤홍명, 이응춘, 장희춘, 서인충 등인데,34) 이들도 후
일 모두 의병장으로 활약하게 된다.
위의 울산출신 인물 중 장희춘을 제외한 세 사람은 모두 왜란 이전에 무과에 급제
한 인물들이다. 이들의『실기』
에는 시, 서한문, 기문(祈文), 표문(表文)이 흔히 보이
는데, 이것은 이들이 무인이면서도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임을 짐작케 하는 것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까지 울산사림이 문과보다는 무과 합격자를 다수 배출
한 것은 울산의 전통적인 상무 풍조와 무관하지 않다.
사림 출신 의병장의 차차세대인 조선후기에 울산의 유풍이 흥기하여 사마시에 합
격한 사림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울산도 이제 본격적으로 숭문의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4. 울산사림의 형성
울산지역에서는 조선중·후기에 생원 진사시 및 문과에 합격하는 사림이 여럿 나
오게 된다. 이들은 경서와 사부(詞賦) 시험을 통과했으니 당대의 울산사림을 대표하
는 인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읍지』
에는 이들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지만,『사마
방목』
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도 있다. 또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으나『읍지』
에는 나타
나지 않는 인물도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사마방목에 기록되었으면서 행적
과 학문을 확인할 수 있는『문집』
이 현전하는 인물에 한정하여 울산사림의 형성을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사마방목에 기록된 명단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울산의 문과 사마시 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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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울산

언양

계

생원시

12

20
李覲吾(정조14)
李東英(현종7) 朴昌宇(현종7) 金邦翰(숙종4) 朴世 (숙종9)
李文耉(숙종22) *朴望九(경종원년) 尹秉 (순조원년)
卞岐修(헌종12) 趙 (철종3) 朴容復(고종7) 鄭大松(고종
28)

6

문과

2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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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再珙(영조23)

구분

진사시

계

13

울산

柳學中(영조30) 李俊民(영조47) 金聲中(정조원년)
李覲吾(정조13) 尹秉恒(순조14) 李龍修(고종원년)
李岐淵(고종2) 嚴奭鎭(고종31)

언양

金信叔(중종23) 金龍翰(정조13)
徐錫麟(영조23) 金擎成(고종22)
孔玟彪(고종22)

주1 : * 朴望九는 朴敏孝의 초명(初名)이다. / 주2 : 연도가『문집』
과 다를 경우『사마방목』
의 기록을 취하였다.

조선중기에 울산에서 진사시에 입격한 최초의 인물은 언양의 김신숙이다. 그는 언
양 토성으로 중종 23년 (1528에
) 생원시에 합격했지만 행적은 전혀 알려져 있지 않
다. 이어 후기에 들어 울산의 이동영(李東英)과 박창우(朴昌宇)가 현종 7년(1666에
)
생원시에 동시 합격하였다. 뒤를 이어 기장 출신 김방한(金邦翰)이 숙종 4년(1678)
에 합격하였고, 동 9년(1683에
) 는 박창우의 아들 박세도(朴世 )가 합격하였다. 이
들은 모두 훗날 구강서원 창건의 주역이 된다.
이동영은 이예의 후손이며, 의병장 이한남의 손자이다. 박창우는 영천 출신으로 현
종 5년(1664에
) 울산으로 이거하였다. 두 아들의 처향이 모두 울산이기 때문이었다.35)
박창우는 부친 박현이 조호익에게 수학했다 하였으니, 이경연이 조호익에게 수학한
사실을 상기하면 두 가문은 학맥을 통하여 일찍부터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영과 박창우는 함께 허목을 사사하였다. 이동영은 생원시에 합격한 후‘연천
에서 미수 허선생을 예물을 드리면서 찾아뵈니 칭찬하면서 받아들여 주었다’
하였
다.36) 허목은 기호남인의 영수 이원익의 손서이니 당색으로는 남인에 속할 수밖에
없었다. 이동영과 박창우가 허목을 사사한 것은 허목과 자신들이 남인인 영남학파의
퇴계학파에 속하기 때문이었다.
박창우에게는 다음 일화가 있다. 서인의 재상 민정중이『주자서대전』
을 간행하기
위해 박창우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판서 박세당이 풍자해서 말하기를‘남쪽 바람이
비록 훈훈하다 해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서쪽 바람만은 못할 것이다’하였다.
여기의 남쪽 바람은 남인을, 서쪽 바람은 서인을 뜻한다. 사람들이 박창우에게 민정
중의 뜻을 따르기를 권하니 문득 정색하고 말하기를,‘차라리 벼슬을 못할망정 어찌
내가 지키는 것을 바꾸어 탐욕해서 아첨하겠는가’
하였다. 허목은 이런 그를 두고
‘남쪽지방 제일가는 인물이다’하였다.37)

34)『花巖實紀』권 1, 詩,「與同志諸賢登佛國寺影池樓各吟一絶-附諸賢詩」
.
35)『학성지』
(1749), 성씨,「朴有三派⋯一出密城 顯廟丙午間 士人朴世衒兄弟 自永川贅居于蔚山 而父生員昌宇
亦來就養 至今世居焉」
.
36) 이동영,『二休亭先生文集』권 2, 行狀.
37) 박창우,『槐泉集』권 3, 家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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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한은 선무원종공신 김윤룡의 손자로 숙종 2년(1676에
)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그의 사승(師承) 관계는 밝혀지지 않는다. 숙종 14년(1688) 성균관 경연에서 박창우
유극배와 더불어 국왕에게『주역집해』
를 올리며 상소한 사실이 있어 박창우와 절친
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전해오지 않지만, 상소문에 따르면, 주자와 정자의
주역 주석을 해설하고자기의소견을내세워3권으로 모은 저술이었음을알 수 있다.38)
박세도는 박창우의 아들이다. 가학으로 숙종 7년(1681에
)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부친을 따라 허목을 사사하였다. 구강서원을 창건할 때 울산사림을 대표하여「사액
청원소(賜額請願疏)」
를 지어 올려 숙종의 윤허 비답을 받았다. 그는 특히 울산사림
과 더불어‘향음주례’
를 행하면서 유풍을 떨쳐‘한 고을의 사표가 되기에 충분하다’
할 만큼 당시 울산에서 신망 있는 사림이었다.39)
박민효(朴敏孝)는 선무원종공신 박진남의 증손이다. 조부 박상빈은 장현광의 문인
이다. 경종 원년(1721에
)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권해(權 )와 이현일(李玄逸)의 문인
이 되어 퇴계학파의 적통을 사사하였고, 이재(李栽), 권상일(權相一), 정만양(鄭萬陽)
등과 종유하였다. 만년에는 긍강당을 짓고 후진을 양성하니 원근 문사들이 모여들었
다. 문인 중 진사 김경천(金敬天)과 서석린(徐錫麟)이 가장 뛰어났다고 한다.
권해(權 )는 안동 출신으로 경상도 암행어사를 지내고 지평, 헌납을 역임하였다.
숙종 5년(1679) 남인의 분쟁에서 청남으로 몰려 언양에 유배되었다. 박민효는 이때
16세의 나이로 그를 찾아가『논어』
와『중용』
을 배웠다. 이현일은 퇴계의 적통을 이
은 김성일의 문인 장흥효(張興孝)의 외손이며, 퇴계학통을 계승한 주리파의 대가이
다. 그는 박민효를‘호걸지사(豪傑之士)’
라 칭찬하였다.40)
이재는 이현일의 아들로 퇴계학파의 적통을 이었다. 관직은 주부(主簿)에 머물렀
고, 오직 학문에만 몰두하여 이황, 이현일의 주리론을 충실히 계승하였다. 외손인 이
상정과 이광정 형제가 그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권상일은 상주출신으로 영조조에 영
남인으로는 유일하게 청환을 지낸 인물이다. 영조 9년(1733에
) 울산부사로 부임하
여 공자 후손의 군역을 면제하고, 최초의 울산읍지『학성지』
를 편찬하는 한편 구강
서원 중건을 지원하여 울산의 유풍과 인연이 깊다.41) 정만양은 영천 출신으로 동생
정규양과 함께 이현일의 문인이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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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석린은 청도 출신이다. 23세에 언양으로 이거하였고, 영조 23년(1747)에 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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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김방한,『鰲亭先生逸稿』권 상, 疏,「進新纂周易集解疏」; 박창우,『槐泉集』권 1, 疏.「進易集解疏」
.
39) 박세도,『何溪集』권 3, 遺事.
40) 박민효,『常 軒集』권 5, 附錄, 遺事.
41) 권상일,『淸臺集』권 10, 雜著,「完減孔姓軍額文」; 권 11, 序,「鶴城誌序」; 권 11, 記,「鷗江書院東西齋記」
.

시에 합격하였다. 박민효 이외에는 특별한 사승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현일→
박민효 학맥을 이었다 할 것이다. 언양에 우거하면서 유풍 진작에 힘썼다. 그의 문집
에는 언양 향교의 내력과 중수 내용을 서술한 기문과 화장재(花藏齋)를 지은 내력을
소개하는 상량문이 실려있다. 모두가 언양 사림에게 학문과 행실에 힘쓰자고 당부하
는 내용이다.42)
언양 출신 진사로는 또 김용한(金龍翰)이 있다. 선무원종공신 김용의 5세손이다.
고조 김선립이 정구를 사사했다 하였으니 역시 퇴계학파 가문에 속한다. 동향의 서
석린으로부터 수학하는 한편 이광정과 교유하였다. 정조 13년(1789) 진사시에 합격
하여 성균관에 유학하였고, 2년 후에는 응제교문(應製敎文)이 피선되어 국왕으로부
터 지필묵을 하사 받기도 하였다. 그 해에 경연에 입시하여 국왕에게‘강목(綱目)’
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그는 언양 현감을 대신하여「현중양사조약」
「명륜당중수기」
「반구서원강당중수
기」
와「향사당게판문」
을 짓는 등 스승 서석린과 함께 언양의 유풍 진작에 크게 기여
하였다. 울산의 이준민, 이근오, 이양오, 윤병이, 박상옥과친하였다.43)
울산의 이준민(李俊民)은 의병장 이인상의 5세손이다. 일찍이 정제(鄭梯)의 문하
에 나아가 수학하였고, 영조 47년(1771)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정제는 영천 출신으
로 의병장 정세아의 친척이며, 정만양, 정규양의 문인이다. 영조 4년(1728) 이인좌
의 난이 일어나 두 스승이 창의했을 때 분연히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준민은 성균관 유학시절에 함께 기거한 유생들이 추앙하였고 채제공, 김한구 등
공경들이 예우했다고 한다. 채제공은 영조조에 사도세자의 폐위를 저지하고, 대사
간, 대사헌, 홍문관제학과, 병조·호조·예조의 판서를 역임한 남인의 거두이다. 정
조 즉위 후에는 좌의정과 영의정을 지냈다. 김한구는 영조 계비 정순왕후의 생부이
다. 이준민은 문장이 뛰어나고 행의가 고상하여 영조가 항상 경연에 입시한 신하들
에게 그가 성균관에 머물고 있는지를 물었다 한다.
이준민은 이광정과 마음으로 교유하였다. 향리에서는 울산부사 정재원, 이정인이
여가 있을 때마다 그와 상종하였다. 병마절도사를 대신하여, 울산에 병영이 소재한
데 따른 백성들의 고통을 말하고 이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상소하기도 하였다.
정재원은 다산 정약용의 부친인데, 이준민은 그의 진주목사로의 이임에 즈음하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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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의 치적을 극찬하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할 만큼 절친하였다. 정약용과도서한을 교

569

42) 서석린,『睡 先生文集』권 7, 附錄, 行狀 ; 권 5, 記,「彦陽縣學記」; 권 6, 上梁文,「花藏齋上梁文」
.
43) 김용한,『念睡集』권 3, 雜著 ; 권 3, 附錄, 行狀.

44) 이준민,『鶴 遺集』권3, 附錄, 行狀; 권 2, 啓,「請移慶尙左兵營啓」; 권2, 書,「與丁晋州載遠」
,「與丁茶山」
.

환하며교유하였고, 그의부친이사망한후에는위로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하였다.44)
최남복(崔南復)은 병자호란 때 순절한 최진립의 5세손이다. 영조 35년(1759) 경주
부 이조리에 태어났으나 일찍이 울산 두동면으로 이거하였다. 이모부 정충필 문하에
서 수학하였고, 정조 16년(1792)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조화옥 문하에서 수학하였
고, 남경희, 조우원과 종유하였다. 향리에 수옥정과 백련서사를 지어 후생을 교육하
기도 하였다.45)
이근오(李覲吾)는 조선왕조에 들어서서 울산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문과에 급제한
인물이다. 선무원종공신 이겸익의 현손이다. 15, 6세에 남용만의 문하에 들어가 수
학하였다. 남용만(南龍萬)은 경주 출신으로 남경희의 부친이다. 그의 학통은 알 수
없으나 남경희가 이상정에게서 수학했다 하니46) 이현일 학맥에 닿는다 할 것이다.
이근오는 정조 13년(1789) 진사시에, 그 다음 해(1790에
) 증광문과에 합격하였다.
승문원부정자를 시작으로 성균관박사, 교서관박사, 성균관전적, 병조정랑등을 역임
하였다. 정약용 정약전 형제와 종유하기도 하였다.
병조정랑시에 무관 선발에 오류가 있어 병조의 서리를 태형에 처해 병조 당상과
사이가 틀어져 벼슬을 버리고 낙향하였다. 당상이 놀라 만류했지만 그는 웃으면서
‘나는 세상에 아첨하지 않는다. 한 말(斗) 녹을 위해 남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향리
에 돌아가 뜻대로 살겠다’
하였다. 후에 사헌부지평과 부사직을 제수했으나 종내 응
하지 않았다.
낙향한 후에는 종오료와 여사헌을 짓고 향인 자제와 원근 문사들을 교육하였다.
또 울산에 양사재(養士齋)를 지어 향인 자제를 교육하였으니,‘우리 고을에는 향교
가 있고 또 두 분 선생을 모신 서원이 있지만, 근래에 사론이 분열하고 학규가 퇴폐
하여 예양하는 곳이 서로 싸우는 곳이 되고 말았기 때문’
이라 하였다. 울산부사 박
종민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운협, 윤병이 및 향토의 사림과 논의하여 경비를 모아 학
성관 서편에 건립하였다. 이어 전토를 마련하여 해마다 향사(鄕士)들을 시험하여 상
벌하니 울산의 문풍이 일변하였다 한다.47)
조표(趙 )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조여의 12세손이며, 효행으로 사헌부감찰로 증직
된 조우진의 아들이다. 철종 3년(1852에
) 진사시에 합격하였고, 유치명(柳致明)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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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상(李鍾祥) 문하에서 수학하였다.48) 유치명은 이상정의 외증손으로 이황→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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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최남복,『陶窩集』권 8, 附錄, 行狀.
46) 남경희,『癡庵集』권 12, 附錄, 行狀.
47) 이근오,『竹塢集』권 5, 附錄, 遺事.
48) 조표,『兢齋遺集』권 2, 附錄, 家狀.

일→장흥효→이현일→이재→이상정의 학통을 계승하여49) 김흥락(金興洛) 등 많은
문인을 배출하였다.
이종상은 경주 출신으로 남경희의 외손이다. 특별한 사승관계는 없으므로 이상정
에게 학통이 닿는다 할 것이다. 고종 3년(1866)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침입하
자 토벌하기 위해 경주진 소모장이 되어 종군자 수 천명을 모으기도 하였다. 조표는
이처럼 퇴계학파의 적통으로부터 사사한 당대 울산사림의 중심이었다. 조표와 동문
수학한 사림으로는 이인중(李仁中)과 윤가묵(尹家默)이 있다. 이상 논의한 울산사림
의 학맥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울산사림의 학맥

鄭夢周→吉再→金叔滋→金宗直→金宏弼 , 鄭汝昌→趙光祖→李彦迪→
└鄭尙仁
李滉→金誠一 →張興孝→李玄逸→李栽→ 李象靖→ 柳致明→ 李震相→金興洛
└鄭萬陽, 鄭葵陽 └⋯李鍾祥 └趙
└鄭梯

└趙 , 李仁中, 尹家默

└李俊民
朴敏孝
└徐錫麟, 金敬天
└金龍翰
南龍萬
└李覲吾
鄭逑 →金善立
└⋯金龍翰
張顯光→李景淵, 朴尙彬
曺好益→李景淵
朴睍→朴昌宇
許穆 →朴昌宇, 李東英, 朴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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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고딕체가 울산 사림임

49) 이병도, 1986,『한국유학사략』
, 209~212쪽.

5. 울산지역의 서원 건립
17, 18세기에는 시대적인 추세에 따라 울산
지역에도 서원이 건립되었다. 울산의 구강서
원과 언양의 반고서원이 그것이다. 구강서원
은 필자 미상의 필사본『구강서원록』
과『구강
서원고왕록』
이 남아있어 건립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으나,50) 반고서원은 이를 알려주는 자
료가 남아있지 않다.
서원은 조선후기에‘선현을 봉사하고[尊賢]
현재의 반고서원. 이름이 반구서원(盤龜書院)으로 바뀌어 있다

학문을 닦는[藏修] 장소’
로 설립한 학교를 말한
다. 설립의 배경은 향촌사회의 시대적 상황에

서 찾을 수 있다. 즉 17, 8세기는 양반 위주의 신분제사회였다. 이 사회의 양반은 특권
층으로서의 지위를 누려야 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향촌사회의 질서를 그들 위주로
편제해야 하였다. 이를 위해 재지사족들은 유교적 사회윤리관을 보급해서 향촌의 풍
속을 교화해야 했으며, 이를 위한 자신들의 근거지 및 집결지로서 서원이 필요했다.
최초의 서원은 중종 37년(1542)에 풍기군수 주세붕이 성리학을 도입한 동향 출신
안향을 봉사하기 위해 세운 백운동서원이다. 그러나 백운동서원은 선현을 봉사하는
사묘(祠廟)의 성격이 더 컸고, 그것이 유생의 장수처로 인식되기는 이황이 이를 적극
현양하고 나선 뒤의 일이었다.
이황은 명종 3년(1548)에 풍기군수로 부임했는데, 그 이듬해에 백운동서원에 대
한 사액(賜額)을 요청하였다. 사액을 요구한 것은‘교육은 반드시 국왕에서부터 아
랫사람에게 도달해야 하기 때문’
이었다. 이리하여 동 5년(1550)에 국왕이‘소수서
원’
이라 명명하고, 편액을 하사하였다. 한편으로 4서·5경『성리대전』각 한 부씩을
하사하였다. 서원이 애초의 사설 교육기구에서 국가가 공인하는 교육기관이 되었던
것이다.
이 후 서원은 급속도로 건립되어 갔는데, 그 건립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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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먼저는 국가 혹은 지방관이 건립주체가 된 관설인 경우, 다음은 피봉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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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손, 문인 또는 향촌사림이 건립주체가 된 사설인 경우이다.51) 울산지역에서는 후
50) 이하 구강서원 설립에 관하여는『鷗江書院錄』
과『鷗江書院考往錄』기록을 근거로 하여 서술한다. 단, 두
자료가 날짜 및 숫자에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부기해 둔다.
51) 정만조, 1975,「17~18세기의 서원 사우에 대한 시론」; 1997,『조선시대서원연구』집문당, 108쪽.

자, 그 중에서도 향촌사림이 주체가 된 경우이다.52) 이들은‘영남의 여러 고을이 모
두 서원을 설립하여 장수의 장소를 삼는데, 오직 울산만은 서원이 없어 사기(士氣)가
무너지고 공론이 떨치지 못하여’
이를 설립한다 하였다.
『구강서원록』
과『구강서원고왕록』
에 따르면, 효종 10년(1659) 2월 9일 향교의 춘
계 석전제에서 11명의 사림이 창건을 발의하였다. 참여한 사림은 유학(幼學) 신분인
배두첨, 이기, 이정의, 김중남, 이익, 배두원, 안세경, 이동영, 김중태, 이제한, 전철
홍 등이며, 안세경이 천권유사가 되어 건립 실무를 담당하였다.
이들은 향사할 인물을 영천 출신 정몽주와 경주 출신 이언적으로 정하였다. 정몽
주는 울산의 속현인 언양에 2년간 적거(謫居)하였고, 이언적은 이웃 경주에 거주하
여 그의 덕이 울산에까지 파급되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향사 인물은 당해 고을과
관련이 있는 학문이 깊고 추앙 받을 수 있는 사림의 종사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
세였다. 그러나 울산에는 이런 기준에 적합한 인물을 배출하지 못해 이웃 고을의 선
현으로 정했던 것이다. 당시 서원을 설립하지 않을 수 없는 울산사림으로서는 불가
피한 선택이었다.
동년 2월 17일에는 이들을 포함한 17명이 각각 조(租) 5~10석, 전(錢) 30~100냥,
도합 151석, 270냥을 갹출하여 건립기금으로 삼았다. 이 후 현종 5년(1664과
) 동7
년(1666)에 다시 기금을 모았으니, 1차를 포함하여 연인원 55명이 모두 조 490석,
전 3,650냥을 모금하였던 것이다. 여기에 참여한 사림은 울산 토성 이·박씨를 비
롯하여 김해배씨, 김해김씨, 경주김씨, 고령김씨, 경주이씨, 파평윤씨, 대구서씨, 광
주안씨, 아산장씨 등 처향 또는 외향(外鄕)으로 이주해 온 가문이 중심이 되었다. 이
들의 명단을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표 3> 구강서원 창건시 전곡(錢穀) 출연 사림
연도

효종10년
(1659)

성명

裵斗瞻李夔裵斗元李廷義安上卿李
弘哲安一卿李莢(17명)

金重泰李梯漢李東英李時纘裵斗壽李

李蓂朴昌祖全

현종5년(1664) 安世卿李蓍朴弘祖李廷仁金瑞章朴世衒李楨漢李廷禮朴世 李廷智金世鎭李廷嚴裵碩佑 (13명)
현종7년
(1666)

李葵金重碩尹任重李廷信金重萬李時綱尹任聖李善道朴興祖李文佐金以興李萃 安壽卿李爾相
朴愼祖金邦翰李爾楷徐處一朴奉祖孫德胄黃道行徐尙一蔣僭徐遵一李柱漢 (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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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강서원 건립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이수환은 그 과정을“당시 일향사림의 공동협찬에 의하여 건립되는
영남남인계 서원의 전형적인 사례에 속한다”하였다(이수환, 1995, 울산 구강 서원의 설립과 사액과정」
,
『대구사학』49, 47쪽).

울산사림은 이 기금으로 전답을 매입하는 한편 소금, 북어, 담배 등을 무역하여 이
익을 늘려나가고, 이로써 다시 전답을 매입하고 상업을 영위하여 기금을 확대 재생
산해 나갔다. 매입한 전답은 발의 이듬해부터 6차에 걸쳐 모두 답 989두락, 전 453
두락이나 되었다. 상업은 발의한 해에 담배 3,346파(把)를 233냥에 매입하고 3년
후에 1,217냥 5전에 발매하여 984냥 5전의 차액을 남겼다. 이 후 건립 때까지 11차
에 걸쳐 위의 품목을 무역하였다. 현종 4년(1663)에는 서원의 잡역에 사역하기 위하
여 비(婢) 1구와 그 소생 남녀 6구를 357냥에 사들였다.
현종 6년(1665에
) 순영(巡營)으로부터 20여 칸 건물을 지을 재목 벌채를 허가 받
았다. 동 7년(1666)에 영축산에서 재목을 벌채하여 삼탄교 쪽에 적재해 두고 건립
장소를 오산(鰲山)으로 정했으나 부사가 건립을 허락하지 않아 착공이 정지되었다.
착공이 지연되는 중, 동 8년(1667에
) 두 번의 화재가 일어나 적재해 둔 재목이 모두
불타버렸다. 이에 장소를 학성으로 옮기기로 하고, 32차례나 순영과 울산부에 탄원
하여 묘우·강당·정사·문루 등 50여 칸을 건립할 재목 756주 벌채를 허가 받았
다. 그 해 9월 2일에 착공하여 포사와 서주·남주·건립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듬
해(1668) 7월에 다시 화재가 일어나 포사가 전소하였고, 고자(庫子) 부부와 그 소생
1구가 연기에 질색해서 사망하였다. 이로써 서원 건립은 다시 정지되었다.
7년 후인 숙종 원년(1675) 8월에 배두원, 이동영, 김서장, 이정신, 안세경이 발분
하여 다시 서원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이때 건립장소를 구강(鷗江)으로 옮기기로 하
고 대지를 매입하였다. 이어 재목벌채를 허가받아 영축산에서 37칸 재목을 벌목하
였다. 동 2년(1676에
) 착공하여 그 해에 포사 4칸, 동주 4칸과 묘우·강당을 완공하
였다. 동 3년(1677) 증반주 3칸, 신문 3칸, 동서재실 각 4칸, 대문 3칸, 서고 4칸, 남
주 4칸, 소협문, 문간 1칸, 마구 2칸, 측실 1칸을 완공하였다. 이러한 역사에는 향촌
민들이 크게 동원되었다.
동 5년(1679) 정월 6일에 울산부사 유담후가 수헌(首獻)이 되고 이채, 배두수가 아
종(亞終), 이동영, 박세도가 대축(大祝)이 되고, 최국흥이 집례하여 정몽주와 이언적
의 위판을 봉안하였다. 당시의 원장은 이채(李埰)였다. 그는 이언적의 현손으로 당시
까지도 경주 양좌동에 거주하고 있어 경주 일대 사림의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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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으로 추대된 것은 정몽주와 함께 이언적을 제향하는 울산사림으로서는 영광스
런 일이었다.
이보다 앞서 이웃 여러 고을에 통문을 돌리고 봉안 사실을 알려 울산사림 44명을
비롯한 경주 47, 영천 6, 흥해 3, 연일 2, 영덕 2, 언양 2, 신녕 1, 장기 1, 충주 1명
등 109명의 도유(道儒)가 참석하였다. 울산과 경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남·동부

사림이 총집결한 양상이었다. 3월에는 원장이 울산부사와 병마절도사 및 도유를 초
청하여 태화강 뱃놀이 1주야, 저두산 고기잡이 1주야, 어풍대 2일, 동축사 완월대 1
일 유람 등 5일간 대대적으로 축제를 열었다. 당시 소요경비가 3,065냥이나 되었다.
이어 사액 운동에 착수하였다. 먼저 숙종 8년(1682에
) 박세도, 이동영, 배두원,
안상경, 이세식이 상경하여 청액소를 올렸으나 예조판서 남익룡이 첩설 서원이라 하
면서 상소를 들이지 않아 실패하였다. 다시 동 13년(1687)에 박세도, 이이복, 안세
경, 박흥조가 예조판서의 소환에 따라 상경하여 지난번 청액소에 대해 조사를 받았
으나 사실대로 해명하여 처벌은 받지 않았다. 동 18년(1692) 서울에 머물고 있던 박
세도의 통기에 따라 소유(疏儒) 17명이 상경하여 성균관유생 100여 인과 함께 3일간
복합 상소하였다. 그러나 소수(疏首)를 엄형에 처하라는 국왕의 비답이 내려와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동 20년(1694) 2월 상순에 성균관 근처에 소청을 설치하고, 성균관 유생을 동원하
고 안동과 대구의 사림을 참여시켜 3월 3일에 복합 상소하였다. 9일에 윤허하는 비
답이 내려왔는데, 사액하는 서원의 이름은 국왕이 구강, 오산, 학잠(鶴岑) 중 구강을
친히 낙점하고, 예관을 보내어 대축을 올리라는 것이었다. 비로소 사액되었던 것이
다. 이 청액운동에 소요된 경비는 모두 합쳐 2만 5,779냥이나 되었다. 이어 윤 5월1
일에 편액을 영접하는 의례를 시행하였으니, 울산부사와 원장, 유사, 예관이 이 행사
를 집행하였다. 울산사림은 7일간 뱃놀이를 하면서 사액을 축하했으니 경비가 무려
2만 5,719냥이나 되는 대대적인 행사였다.
구강서원 사액은 정권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처음 1, 2회의 청액은 서인
집권기여서 실패하였다. 그런데 숙종 15년(1689)에 장희빈 소생(후의 경종)의 세자
책봉문제로 서인이 실각하고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이 있었다. 울산사림은 이 시기에
집중하여 사액운동을 벌려 성공했던 것이다. 사액 후 불과 한달이 못되는 4월 1일에 갑
술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실각했으므로시기가조금만늦었더라면 실패할 수도 있었다.
언양의 반고서원 건립에 관하여는『언양읍지』
의 단편적인 기록이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은 전하지 않는다. 이 기록들을 중심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53) 숙종 38년
(1712에
) 언양 사림이 반구대는 고려말 정몽주가 유배온 곳이어서‘포은대(圃隱臺)’
3자가 바위에 새겨져 있고, 조선조에는 이언적이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하면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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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베풀었으며, 정구가 이곳에 복거(卜居)하려 한 형적이 서간에 나타나는 곳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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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을 세웠다는 것이다.
53)『언양읍지』
(1916) 권 1, 盤龜書院 建錄.

건립주체 사림은 이위, 김영하, 김지, 정태구, 박문상 등이며, 착공 1년만에 완공
하고 동 39년(1713에
) 위의 3선현을 봉안하였다. 선현 중 정몽주와 이언적은 울산의
구강서원에 이미 봉안되었거니와, 정구를 봉안한 것은 그가 퇴계 문인이면서 언양과
그리 멀지 않은 성주 출신이라는 데서 근거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반고’
라는 명칭
도 그의 서간에 나타난 문자‘언덕에 집을 지어 은거한다
［考槃在阿］
’
에서 딴 것이라
하였다.54)
한편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림은 경주이씨, 경주김씨, 동래정씨, 밀양박씨이며, 언
양 토성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가문은 당시 연안송, 진주강씨, 안
동권씨, 영산신씨 가문과 더불어 이른바 언양의 8대 양반에 속하는 재지사족 가문이
다. 이들이 건립을 위해 얼마만한 재산을 출연했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반
고서원은 구강서원과는 달리 사액되지 못했다. 이것은 언양사림이 중앙의 정치세력
과 연결하여 사액운동을 벌일 수 있는 정치적, 경제적 실력이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6. 울산사림의 현실참여
울산사림은 향촌에서 지식인으로 활동하면서 향촌 교화에 앞장섰지만, 학파와 당
색으로 중앙정계와 연계되어 정치현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들 중에는 사마시에
합격하여 지식인으로 공인받은 인물도 있지만, 처사로 일생을 보내면서 학문과 행실
로 향론을 주도하면서 향촌 현실에 참여한 인물도 있다. 이하 울산사림의 현실참여
를 살피기로 한다.
1) 계림사화( 林士禍)와 울산사림
계림사화는 경종 2년(1722)에 경주, 울산, 영천의 사림이 노론정권에 저항하다가
화를 입은 사건이다. 이들은 노론세력이 경종을 살해하고 연잉군(후의 영조)을 옹립
하려는 음모를 감지하고, 장희빈의 신원과 노론정권 타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렸다
가 대거 유배형에 처해졌다. 여기에는 울산사림 이광희(李光熹)가 가담하였다.
역
사

576

이광희는 의병장 이한남의 현손이다. 조부는 이정영이지만 생조부는 이동영이다.
이정영의 부 이천기가 아들이 없어 동생 이동영의 아들 이시찬을 후사로 삼았던 것

54)『시경(詩經)』
‘위풍(衛風)’
에“은거하는 집이 언덕에 있으니, 대인(大人)의 마음이 넉넉하도다. 홀로 자고 깨어
노래하나, 길이 즐거움 누리기를 맹세하도다(
「考槃在阿 碩人之 獨寐吾歌 永矢不過」
)”
는 내용이 있다.

이다. 이광희는 숙종 14년(1688) 울산 월진촌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백부로부터
수학하였으나 이후의 사승 관계는 알 수 없다. 울산사림의 학통과 계림사화에 관련
된 자들이 대부분 경주, 영천, 울산 출신 인물들인 것으로 보아 경주, 영천의 퇴계학
파를 계승하였을 것이다.
계림사화는 중앙정계에서의 노론과 소론, 남인의 대립이 지방 사림에게까지 파급
된 사건이다.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숙종은 동 15년(1689)에 장희빈 소생(후의 경
종)을 세자로 책봉하고 왕비 인현왕후 민씨를 폐출하였다. 동 20년(1694에
) 장희빈
이 숙원 최씨(후일 영조의 생모)를 독살하려 했다는 고변이 있어 숙종은 장희빈을 후
원하던 남인과 소론을 몰아내고 노론을 등용하는 한편 인현왕후를 복위시켰다. 이를
갑술환국이라 한다. 이때 남인과 소론은 세자 보호를 자임하면서 재기의 기회를 찾
고 있었다.
동 26년(1700에
) 민비가 사망하자, 이를 두고 숙빈(숙원) 최씨가 민비의 죽음이
장희빈의 저주 때문이라고 숙종에게 고해 바쳤다. 분노한 숙종은 장희빈을 사사하고
남인세력을 완전히 몰아내었다. 조정은 이제 노론과 소론의 각축장이 되었다. 이런
가운데 동 32년(1706에
) 충청도의 소론 유생 임부와 서울의 남인 유생 이잠이 세자
를 보호하라는 상소를 올렸고, 노론이 이들을 탄핵해 처벌하였다.55)
한편 숙빈 최씨는 갑술환국이 일어나던 해에 왕자를 낳았으니 후일 영조가 되는
연잉군이다. 노론은 남인과 소론의 지지를 받는 세자를 연잉군으로 교체하려 하였
다. 그런 가운데서 세자는 숙종 43년(1717)부터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하다가 동
46년(1720에
) 숙종이 사망함에 따라 즉위하였으니 곧 경종이다. 경종이 즉위하자마
자 노론은 경종의 건강문제를 빌미로 하여 연잉군을 세제(世弟)로 책봉하자고 강청
했다. 나아가서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경종 2년에 노론의 자제들이 경종을 살해하려 한 사건이 있었다. 이른바 3급수(三
急手)라는 것으로, 대급수는 자객을 궁중에 침투시켜 살해하는 것, 소급수는 궁녀와
내통해 독살하는 것, 평지수는 숙종의 전교를 위조해 폐출하는 것이었다. 소론은 이
를 기화로 대반격을 가하여 노론 4대신을 사사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계림사화는
이렇듯 3급수 음모로 경종이 언제 살해될지 모르는 위급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 3급수를 두고 삼남 유생들이 경종 2년 9월에 이덕표를 소수로 하여「변신옥소
(卞辛獄疏)」
를 올렸다. 신사년(숙종 27년 : 1701)에 있었던 장희빈의 민비 저주사건
이 무옥(誣獄)이며, 따라서 국왕이 어머니인 장씨를 신원하여 효도를 다하라는 것이
55)『숙종실록』권 43, 숙종 32년 5월 병술 ; 권 44, 숙종 32년 9월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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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 무옥을 일으킨 역신 서인 일당을 처단하고, 앞서 동궁을 보호하라고 상소한
이잠을 추장하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대동소이한 내
용으로 다시 상소하였다.56) 당시 경주의 육영재(育英齋) 유사가 되어 학업 중이던 이
광희도 여기에 참여하였다.
이 상소가 있은 후 경주의 시류를 좇는 자들이 노론의 거두 송시열의 영당(影堂)을
지었는데, 경주부윤 권세항과 울산부사 홍상빈이 이를 헐어버렸다. 경종이 사망하고
영조가 즉위함에 따라 노론이 집권하니 경주의 진사 한시유가 송시열의 영정을 묻어
버리고는 육영재 사림의 소행이라고 모함하여 영천, 경주, 울산의 사림 28인이 유배
형에 처해졌다. 이들이 바로 변신옥소에 참여한 자들로 이덕표는 용천, 이광희는 명
천 등 대부분이 극변에 유배되었다. 이를 계림사화라 한다. 이광희는 유배된 지 27
개월만에 풀려났으며, 그 행적이「태화당북정기」
에 자세히 실려있다.57)
경주의 일부 사림이 송시열의 영당을 지었다는 것은 노론이 남인의 근거지인 경상
좌도에 세력을 부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육영재 사림이 송시열 영정을
묻었다고 모함한 것은, 이들이 영천, 경주, 울산을 대표하는 사림인데다 학맥이 퇴계
계열에 속하며, 따라서 이곳의 세력을 부식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울산사림의 학문적 정치적 성향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2)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와 울산사림
울산사림은 영남사림의 집단상소에 참여하여 학파 및 당색의 동질성을 확인하였
다. 울산사림은 먼저 효종 원년(1650) 유직을 소수로 하는‘우율승무반대소’
에 참여
하였다. 이 상소는 영남사림 950명이 참여하여 서인이 존숭하는 성혼(成渾)과 이이
(李珥)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 울산과 언양에서도 2명씩이
참여하였고, 1명씩 상소를 위해 상경하였다.
정조 16년(1792에
) 이우를 소수로 하는 1만 57인이 서명한 영남만인소가 있었다.
그 내용은 사도세자를 원통하게 죽게 한 역도들을 처단할 것과‘의리’문제는 충역
과 시비를 분간하는 데서 차원 높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사도세자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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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촉구한 것이었다. 이 만인소에도 울산의 사림 4명이 참가하였다.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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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太和堂先生逸稿』권 2, 疏.「卞辛獄疏」
,「再卞辛獄疏」
. 이들이 상소한 사실은『경종실록』권 9, 경종 2년
9월 계사·무술조에 실려 있다.
57)『太和堂先生逸稿』권 2, 附錄, 家狀 ; 別策,「太和堂北征記」
.
58) 이수건,「영남학파의 역대유소와 정치활동」
, 앞의 책, 198쪽.

이인중(李仁中)은 철종 6년(1855)의 영남만인소에 참여하였다. 그는 처사이면서
도 당대 울산사림의 사표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구강서원 건립을 창도한 이익의 7세
손으로, 순조 25년(1825) 울산 한천리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는 가학으로, 청소년기
에는 안영집에게서 수학하였다. 일찍이 과거를 포기하고 강학소를 지어 스스로 기산
거사(企山居士)라 칭하면서 향촌의 수재들을 교육하였다. 장년이 되어서는 이종상에
게서 수학하였다.
그는 철종 6년 영남유생 1만432인이 사도세자 추숭을 상소할 때 동향의 윤가묵
(尹家默)과 함께 울산사림을 대표하여 참여하였다. 사도세자 추숭 문제는 그의「의
리설(義理說)」
에 잘 나타나 있다. 정조가 진종(영조의 장남)에 이어 왕위에 올랐으나
사도세자가 생부이며, 정조 이후의 왕들도 모두 그의 후손이므로 사도세자에게 왕호
를 올려 추숭함이 의리에 합당하다는 것이었다.59) 이에 앞서 유치명이 같은 내용을
상소한 바 있으니,60) 사도세자 추숭은 퇴계학파의 공통적인 소신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이 관철되어 사도세자는 광무 3년(1899에
) 장조(莊祖)로 추존되었다.
3) 을해민란(乙亥民亂)
을해민란은 고종 12년(1875) 7월에 울산에서 일어났다. 이보다 앞서 철종 13년
(1862에
) 삼정의 문란으로 삼남민란이 일어났는데, 울산에서도 좌병영의 환곡 부담
이 과중하여 민란이 일어나 농민 9명이 사망하거나 처형당한 바 있다. 그로부터 13
년 후에 일어난 을해민란은 향리들이 공금을 착복하고 이를 농민에게 전가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당시 농민들은 동헌으로 난입하여 부사를 납치하고 감옥을 깨뜨리는
한편 공금과 사재를 탈취하여 부패한 관리와 향리에게 저항하였다.
농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향리 김양서라는 자가 전임 부사의 해유(解由)를 위해 공
금 1만 5,800냥을 착복하고, 이 중 5,000냥을 농민들로부터 거두어 들였다는 것이
다. 농민들은 처음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남창에서 첫 집회를 열고, 두 번째 집
회를 동천에서 연 뒤 동헌으로 난입하였다. 이어 향리들의 가옥 50여를 파괴하고 재
물을 탈취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집회를 연 것으로 보아, 동헌에 들어가 향
리들의 부정을 바로잡아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부사와 향리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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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농민 28명이 유배형에 처해졌다.61)

579

59) 이인중,『艮宇集』권 3, 雜著,「義理說」
.
60)『철종실록』권 7, 철종 6년 4월 갑오.
61) 울산향교, 1999,『울산향교지』
, 505~506쪽.

이인중의 동생 이의중(李義中)은 이 민란에 주동자가 되어 참가했다가 강원도 통
천에 유배되었다. 을해민란의 주동세력은 양사재 출신 유생들이었다. 그러나 양사재
가 이 민란과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을 갖는지는 알 수 없다.
이인중은 동생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뒤 사망하자 아들과 조카들에게‘옛 말에 현
달한 관리를 원수처럼 피하라 했는데, 너희들은 향호(鄕豪)를 원수처럼 피하라’
하였
다.62) 여기의 향호는 관리 향리들과 결탁하고 부정을 자행하여 민란을 유발한 신흥
사족을 가리키는 듯하다. 을해민란에서 내상면·상부면·동면 등 3개 면이 가담하
지 않아 민두(民頭)에게 오위장(五衛將) 직첩을 내렸다는 것으로 보아 이 곳이 신흥
사족들의 근거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흥사족은 조선후기 농업과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새로이 부를 축적하여 향촌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한 자들을 말한다. 이근오가 양사재를 건립할 때‘우리 고을에는
향교와 서원이 있지만 근래에 사론이 분열하여⋯ 예양하는 곳이 서로 싸우는 곳이
되고 말았다’한 것으로 보아 신흥사족들이 향교와 서원을 장악하였고, 이에 토착
사족들은 이들과의 대립을 피해 새로이 자제들의 교육장소로서 양사재를 건립하였
던 것으로 해석된다.
윤가묵은 의병장 윤홍명의 8세손이다. 부친 윤병이는 순조조에 생원시에 입격한
사림 가문이다. 순조 6년 (1806)에 울산부 송내리에서 출생하였다. 10여 세부터 가
학을 전수하였고, 일찍 과거를 포기하고 독서와 후생교육에 전념하였다. 이종상이
그의 학문을 가리켜‘윤씨 가문의 유능한 아들이며 우리 사림의 외경할 벗’
이라고
칭송하였다. 앞에서 본 영남만인소에서 이인중과 함께 울산사림을 대표하여 참가하
기도 하였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여 관권과 자주 충돌하였다.‘양사재의 변’
으로 사람들이 모함
하여 관위(官威)가 침학하였으나 굽히지 않았다 한다.63) 을해향변의 주동자가 대부
분 양사재 출신 유생들이었다고 전하는 것으로 보아 이 민란으로 양사재의 많은 유
생들이 연루되어 관권의 침학을 받았다. 또 윤가묵은 민란을 일으킨 양사재 유생들
의 배후세력이어서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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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고려 이래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학이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역이었다.
영남에 위치하지만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중앙의 고급문화와 접촉할 기회가 적었

62) 이인중, 앞의 책, 권 5, 附錄, 家狀.
63) 윤가묵,『南豊集』권 2, 附錄, 行狀.

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 이래 오랜 기간 동안 왜구의 침입로여서 상무 풍조가 숭문
풍조를 압도하였기 때문으로도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말 이래 울산의 지식인들은 성리학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향촌을 교화하여 지도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였다. 고려말에 이미『주자가례』
를시
행하여 효자로 정표된 신계은, 정상인 등 선각자들이 있었고, 이 전통은 조선초 송도
까지 이어졌다. 이 시기에는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중앙의 고급관료들이 울산에 부
임하거나 일시 머물러 시와 기문 등을 남겨 유풍 진작에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유풍은 면면히 이어져 16세기 말에는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이경연 등의
의병장들을 배출시켰다. 이들 중에는 학맥이 퇴계학파에 닿는 인물도 있어 울산유학
이 영남학파에 포함되었음을 말해준다. 왜란 이후 의병장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한
재지사족들에 의해서 울산사림이 형성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조선후기에 문과와 사
마시에 합격하였고, 구강서원 창립을 주도하여 향촌사회의 여론을 이끌어 나갔다.
울산사림은 지역사회에서 향론을 주도하는 한편 중앙정계의 동향과 관련하여 정
치현실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남인 당색에 따라 주로 노론정권의 전횡에 저
항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종조의 이광희는 노론정권의 전횡에 저항하여 세자를 보호
하기 위해 경주·영천의 사림과 함께 2차례나 상소하였다가 유배형에 처해져 계림
사화의 희생자가 되었다.
철종조의 이인중은 윤가묵과 함께 울산사림을 대표하여 영남만인소에 참여하였
다. 사도세자를 추숭함으로써 의리를 밝히고 왕통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고종조의 이의중은 부패한 수령과 향리에 저항하여 민란을 일으켰다가 유배형에 처
해졌다. 이 을해향변은 주동자들이 양사재 유생이라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 본질은
조선말기 3정 문란에 대한 울산 토착양반들의 저항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울산사림은 지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고명한 유학자를 배출하지 못한 채 경주
퇴계학파의 외곽에 머물렀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지
식인층의 소임을 다하였다. 중앙정계와 관련해서도 왕권의 정통성을 찾으려 하는 한
편, 부패한 관권에 저항하여 후손에게‘의리’
의 정신을 남겨주었다. 이 외에도 향촌
자제교육에 사림이 여럿 있지만 이것은 사림 본연의 임무이므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
았다. 또한 여러분이 학행과 문장으로 일세를 풍미했다고 구전해오지만 자료의 부족
과 지면의 한계로 자세히 언급하지 못하였음을 부기해 둔다.
<송수환,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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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조선후기 신종교 유포와 울산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조선 사회 내부에서는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경제적으
로는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느슨해졌다. 이에 따라 이
를 다시 조정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정치적으로는 종래의 붕당정치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특권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벌열정치(閥閱政治)가 나타나고, 이
는 세도정치로 이어졌다. 지방의 향촌 사회에서는 종래의 양반 사족 중심의 지배체
제가 동요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대한 비판도 대두되었다. 근기남인학파(近畿南人
學派)와 북학파에 의해‘실학’
이 대두되면서 봉건사회의 모순을 개혁하려는 움직임
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도 현실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사상적으로는 정감록 등 민간신앙이 성행하고 있었고, 서
양에서 천주교가 수입되어 종래의 사상계를 뒤흔들고 있는 와중에서 민족종교인 동
학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종교의 유포는 전국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울산 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학이 발생하고, 천주교가 유포되어‘순교자’
가 발생하면서 지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1. 조선 후기 신종교의 유포
1) 민간신앙의 성행
조선 후기에 들어 사회가 변동하고, 기존의 유교 사상이 더 이상 사회운영의 원리
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기(秘記), 도참(圖讖) 등 예언사상이 유행하였다. 주
로 풍수도참설에 근거해서 병화(兵禍), 전쟁을 암시하고 조선왕조의 멸망을 예언하
며, 동시에 피난처를 예시하는 내용이었다. 이 때 가장 널리 유행한 것이『정감록(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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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책은 그 동안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감결류(鑑訣類)와 비기를 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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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참위설(讖緯說), 풍수지리, 도교사상이 혼합되어 이루어졌다. 이중 근본이 되는
비기는 조선 왕조의 운수가 끝났음을 주제로 하고 있고, 반왕조적(反王朝的)이고 현
실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금서(禁書)가 되었다.1) 민간에서 복사본으로 은밀히
전해져 왔다.

조선 후기에 일어났던 갖가지 역모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참위설은 거의가 정감록
과 관련이 있었다. 숙종 17년(1691년)에 해주에 사는 차충걸, 재령에 사는 조이원 등
이 잡혀 왔다. 이들은 양민으로서 무당을 업으로 삼으며‘한양이 장차 망하고, 전읍
(奠邑 : 鄭의 파자)이 마땅히 흥한다’
거나‘수양산 상봉에 생불이 있는데, 이름은 정
필석’
이라는 등의 말을 발설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되었다.
18세기에도 정감록에 근거한 참위설이 각종 정변과 연결되면서 나타났다. 영조 15
년(1739년)에는 정감 참위의 설이 서북 지방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
후에 일어난 영조 24년의 이지서 사건, 31년의 나주 괘서사건(掛書事件), 남변사건,
38년의 배윤현 괘서사건, 49년의 이인좌 잔당의 대궐문 괘서사건 등도 모두 비기와
관련된 사건들이었다.
정조 즉위년(1776년)에는 영조의 총애를 받던 홍인한, 정후겸 등이 제거되면서
‘계룡지설(鷄龍之說)’
을 퍼뜨린 안겸제 등이 유배를 당하였다. 또 정조 6년에는 백
천식, 문인방, 이경래, 곽종대 등이 작당하여 충청도 진천의 산골로 들어가 터무니없
는 말로 남을 속이면서 인심을 혼란시키고, 흉한 무리들을 모집하여 관아를 약탈하
고 군기(軍器)를 탈취하였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다. 이들이 퍼뜨린 말은 정감록의
비기였다.
정감록의 내용은 19세기에 민란을 배경으로 나타날 때는 이미 민중화되어 있었다.
그곳에 실린 감결을 인용하여 참설을 유포하고, 지도자는 진인(眞人)을 자처했다.
1811년에 일어난 홍경래난에서도 정재룡이라는 진인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그 이후의 변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특히 진인을 내세우는 경우, 그 성은 정
(鄭)이지만, 이름과 나이는 각 개별 사건에 따라 달랐던 경우가 많았다. 막연히‘정
동(鄭童)’
이라거나 정진인(鄭眞人)이라고 하는 등 다양하였다.2) 이러한 비기의 내용
들은 동학과 그 이후에 형성된 신종교의 교리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3)
미륵 출현사상4)은 삼국시대 이래로 종교적 예언사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쳐왔
다. 그러나 조선시대로 오면서 그 영향력은 서서히 감소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당

1) 정감록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씨 왕조가 세 번의 단절 운수를 맞는다는‘삼절운수설(三絶運
數說)’
이다. 그 첫번째가 임진왜란이고, 두번째가 병자호란이며, 세번째가 앞으로 닥칠 위기라는 것이다. 둘
째, 미래의 국토의 이상을 나타내는‘계룡산 천도설(遷都說)’
이다. 계룡산은 산세나 수세가 태극을 이루어
세번째 위기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비기인‘이재궁궁(利在弓弓)’
이 저절로 이루어지는‘궁을촌(弓乙村)’
의
신천지가 된다는 것이다. 셋째,‘정씨 진인(眞人)이 출현한다는 설’
이다. 말세에 정도령이라는 구세주가 나타
나 세상을 구원한다는 것이다.
2) 한명기, 1992,「19세기 전반 반봉건항쟁의 성격과 그 유형」
,『1894년 농민전쟁』2, 역사비평사.
3) 정승모, 1998,「민간신앙」
,『한국사』35, 국사편찬위원회, 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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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불교가 아닌 유학이 지배적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져서 미륵 출현사상이 영향을 미
칠 공간이 제한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가면서 이 사상은 빛을 잃어갔으며, 19세기
에는 미미하게 되어 정감록의 진인 출현이나, 주역의 후천개벽 등에 밀리고 있었다.
그러나 미륵 출현사상이 당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기층 대중의 정서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숙종 때 여환 등이‘미륵이 출현
했다’
고 세력을 모아 궁궐을 침범하려 하다가 발각된 사건이 었었다.5) 대중들이 돌
미륵에 열심히 비는 것이라든지, 증산교의 강증산이‘내가 죽고 나서 다시 나를 보
려면 금산사의 미륵을 보라’
라고 한 것은 그러한 정서를 대변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 사상이 당시 하나의 사회사상으로 역할을 하기는 힘들었다. 독자적으로 당시 사
회를 변혁할 힘도 없었다. 다만 미륵이 출현해서 병을 없애고 원통함을 풀어주는 이
상세계인 용화세계(龍華世界)가 건설된다는 사상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사회변혁을
바라는 민중사상과 만남으로써 민중사상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수는 있었다.
즉, 1894년 농민전쟁 때 미륵의 출현을 바라는 기층 대중들을 동원하는 데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6)
한편, 후천개벽설과 유불선(儒佛仙) 합일설(合一說)도 태동하였다. 후천개벽은 혼
돈의 선천(先天)시대가 가고, 무극대도(無極大道)의 후천(後天)시대가 온다는 것으로
주역의 이론을 빌린 것이다. 유불선 합일설은 세 가지 교의 가르침 가운데 그 종지
(宗旨)를 뽑아 세상을 교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으로 신라 말 최치원이 주창하였는데,
이때에 와서 널리 전파되어 반유교적 사상으로 수용되었다. 이는 최제우에 의해 심
화되어 동학사상으로 정착되었다.7)
2) 동학의 발생
천주교가 퍼져가고 있을 때인 19세기 중엽에 새로운 민족종교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 종교는 경주 지방의 몰락 양반인 최제우8)가 창시한 것으로 주로 지방의 농민층을
중심으로 전파되고 있었다. 최제우는 조선이 안팎으로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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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륵하생신앙에서 말하는 미륵은 현재 도솔천에 살고 있으나 약 56억 7,000만 년 후에 지상세계로 내려와
서 현재의 석가모니불을 대신하여 중생을 구원한다는 미래불이다. 그러나 미륵 하생의 시간을 무시하고, 지
금이야말로 미륵이 하생하는 시기이고, 그래서 이 지상이 바로 낙원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기층 대중과 결합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
5) 정석종, 1983,「숙종조의 사회동향과 미륵신앙사건」
,『조선후기 사회변동 연구』
, 일조각.
6) 우윤, 1988,「19세기 민중운동과 민중사상」
,『역사비평』봄호.
7) 이이화, 1994,「17～18세기 민중의 저항」
,『한국사』9, 한길사.

리학 사상을 극복하고, 천주교에 대항하고자 이 종교를 창시하였다.
동학은 유교·불교·선교의 장점을 취하고, 천주교의 교리도 일부 받아들였으며,
샤머니즘의 부적과 주술도 도입하였다. 동학은 유교의 주기(主氣) 철학을 계승하여
귀신을 기(氣)로 해석하고, 귀신을 매개로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천인합
일설(天人合一說)을 주장하였다.9) 동학은 천주(한울님)를 모시는 일을 중요시하였
다.10) 모든 사람은 마음 속에 한울님을 모실 때‘사람이 곧 하늘’
이 된다고 보아 인내
천(人乃天)주의를 표방하고,‘사람 섬기기를 하늘처럼 해야 한다’
는 사인여천(事人如
天)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인간주의, 평등주의는 농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
동학은 주역에서 변화의 논리를 받아들여 현세를 말세로 규정하고, 미래에는 반드
시 천지개벽에 의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선전하였다. 이러한 말세사상과 개벽사상
은 현실에 불만을 품은 대중들에게 호소력을 지니게 돼 그들의 사회개혁 의지를 고
취하였다.
동학은 샤머니즘에서 행하는 주술을 받아들여 부적을 몸에 지니는 것을 중요시하
였다.‘궁궁을을(弓弓乙乙)’
이라고 쓴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쳤다. 궁은 활이고 을은 새를 상징하는 것인데, 활이 새를 잡는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런데 동(東)은 궁을 상징하고, 서(西)는 을을 상징하므로 동학이 서학을
누른다는 의미도 들어있었다.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은 그후 2대 교주 최시형 등에 의하여 교리가 다듬어지
면서『동경대전(東經大全)』
과『용담유사(龍潭遺詞)』
로 정리되었다.『동경대전』
은한
문으로 씌어져 있어 지식인층을 상대로 만들어진 것이고,『용담유사』
는 한글 가사체
로 되어 있어 한문을 모르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게 한 것이다.

8) 최제우의 아버지는 최옥(1762～1840)이고, 어머니는 한씨이다. 최옥은 유학자로서 여러 번 과거에 응시하
였으나 뜻을 펴지 못하였다. 그 후 최옥은 54살 때 경주에 용담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산림처사로 지냈다.
한씨 부인은 과부로 최옥과 결혼했으니 정실부인이 아니므로 최제우는 서자이다. 최제우가 태어난 해는
1824년이고, 이때 아버지는 63살이다. 어머니는 최제우가 6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17살 때 세상을
떠났다. 최제우의 본관은 경주이다. 아명은 복술(福述)이고, 관명은 처음에 제선(濟宣)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스스로 제우라고 고쳤다. 13살 때 박씨 부인과 결혼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21살 때 처가 동네인 울산으로 이주해서 장사를 하면서 생계를 도모했다. 23살 때에 방랑길을 떠났다가 36
살 때 경주 용담으로 돌아왔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사용하던 용담정에 들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살 것
인가 번민을 거듭하였다. 37살 때인 1860년 4월에 득도하여 동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3년 뒤인 1863년
12월에 체포되어 이듬해 1월 대구감영에서 처형되었다(조동일, 1981,『동학성립과 이야기』
, 홍성사).
9) 동학의 귀신은 전통적인 경천(敬天) 사상과 연결되는 동시에 민간신앙에서도 전승되어 오는 관념적 실체로
서 우주만물의 성쇠(盛衰)와 사철의 변화 등은 모두 이 귀신의 조화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10) 동학은 최고의 신을 천주(天主)라고 하여 천주를 모시면 만사가 형통한다고 믿었다. 여기서의 천주는 천주
교의 천주와 이름은 같지만, 사실은 전통적인 민간사상에서의 경천 사상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조
선
후
기

585

동학은 종교이면서도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의 사회개혁을 부르
짖고, 외세 배척을 적극적으로 내세웠다. 이 같은 반외세 주장은 그 대상이 처음에는
서양이었지만, 뒤에는일본으로 바뀌어 일본이 조선으로 진출할 때 저항하게 되었다.11)
동학은 창도되자 곧 급속히 보급되어 3년만에 경주를 비롯한 경상도 일대로 확산
되었다. 몰락 양반과 많은 농민들이 동학에 가담하였다. 교단에서는 포, 접과 같은
조직을 만들어 이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동학의 교세가 확장되고, 갑자년(甲子
年: 1864년, 철종 15년)에 좋은 소식이 온다는 예언마저 널리 퍼지자 불안을 느낀
정부는 1863년 교주 최제우를 체포하여‘혹세무민(惑世誣民)’
의 죄목을 붙여 이듬
해 대구감영에서 처형하였다. 교주가 처형되고, 정부의 탄압이 심해지자 동학의 교
세가 한때 위축되었지만, 최시형이 충청도 보은을 중심으로 포교 활동을 계속해 그
세력이 다시 회복되었다. 당시 신도들은 가난한 농민과 농촌의 몰락 양반들이었다.
3) 천주교의 전래
천주교가 조선에 처음 소개된 것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였다. 중국에 파견된
사신들이 중국어로 번역된 천주교 서적을 가져왔고, 이는 종교로서보다는 서양학문
(西學)으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광해군 때 이수광은『지봉유설(芝峰類說)』
에서 이
탈리아 신부 마테오 리치가 지은『천주실의(天主實義)』
를 소개하였다.
18세기 후반 정조 때 서울 부근의 남인 학자들이 자신들의 유학을 천주교를 통해
보완하다가 차츰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때 권철신, 권일신, 이벽, 정약종,
정약용, 이가환 등 남인들이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그후 이승훈이 1783년 북경에 가
서 서양인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고 귀국하면서 신앙심은 더욱 깊어갔다. 남인들은
서울, 아산, 전주 등지에 신앙조직을 만들고 포교에 들어갔다. 불우한 처지의 양반,
중인 그리고 일부의 평민들이 입교하였다. 서양 선교사가 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천
주교가 퍼진 것은 특이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천주교의 의례 중에 유교식 제사를 무시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었다.
1795년 안정복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천주교를 비판하는 천학문답(天學問答) 을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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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천주교를 이론적으로 비판하였다. 1785년 천주교는 드디어 사악한 종교로 규정
되고 천주교 서적 수입도 금지되었다. 어머니 제사에서 신주(神主)를 없애 진산사건
(珍山事件)을 일으킨 윤지충(尹持忠)은 1791년 사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정조는 남

11) 우윤, 1993,「동학사상의 정치 사회적 성격」
,『1894년 농민전쟁 연구』3, 역사비평사.

인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게 대하였다.
1801년 순조가 즉위하자 노론벽파(老論 派)는 정치적 반대파인 남인시파(南人時
派)를 숙청하면서 대대적으로 천주교도들을 탄압하였는데, 이 사건을 신유박해(辛酉
迫害)라고 한다. 이때 이승훈, 이가환, 정약종, 권철신 등 300여 명의 신도와 청나라
신부 주문모가 처형되고, 정약전, 정약용 형제, 이학규 등이 유배되었다. 당시 신도
황사영은 북경에 있는 프랑스인 주교에게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조선에서의 신앙과 포
교의 자유를 확보해달라고 서신을 보내려다가 발각되기도 하였다(황사영 백서사건).
정부의 탄압에도 1821년 조선교구가 독립되고, 1836년에는 파리 외방선교회의 프
랑스 신부 3명이 입국하여 포교하였다. 이에 1839년 정부는 이들 신부들과 수십 명
의 신도를 처형했다. 이 사건을 기해박해(己亥迫害)라고 한다. 그 뒤 중국에서 최초
의 조선인 신부가 된 김대건이 귀국하여 포교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고종이 즉위하고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이 펼쳐지고 있을 때 조선에는 12명의 프랑
스 선교사가 활동하고 있었다.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프랑스와 연결을 도모하고 있던
대원군은 처음에는 천주교에 대해 관대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와의 교섭이 결렬되고,
양반유생들의 척사(斥邪) 여론이 비등하자 그는 1866년(고종 3) 9명의 프랑스 선교사
와 남종삼 등 수천 명의 신자들을 처형하는 대박해(병인박해)를 일으켰다.12) 19세기
중엽에 1만 명이던 신도 수가 19세기 말에는 3만 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천도교의 교
세는 급속히 팽창하였다. 많은 부녀자들이 입교하였다. 그러나 천주교는 민족 종교인
동학과 대립하였는데, 그것은 일부 천주교도들이 외국인 신부의 특권에 의지하여 민
족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외세 의존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었다.

2. 동학의 전파와 울산
1) 최제우와 울산
동학의 초대 교주이자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와 울산과의 관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울산은 최제우의 부인 박씨의 고향으로, 최제우의 처가가 있던 고을이었다.
최제우는 13세에 울산에 사는 박씨 부인과 결혼하였다.13)
12) 최석우, 1982,『한국천주교회의 역사』; 이원순, 1998,「천주교의 수용과 전파」
,『한국사』35.
13) 부인 박씨의 본관은 월성 박씨라는 기록(경주 최씨 견곡파보)과 밀양 박씨라는 기록(수운문집)이 있다. 최
제우와 박씨 사이에는 2남(세정, 세청), 3녀가 있었다.(경주 최씨 견곡파보) 장남 세정은 1872년 1월 양양
에서 체포되어, 5월 12일에 그곳에서 매맞아 죽었다. 이듬해 1873년 12월 10일 박씨 부인이 죽었다. 1875
년 1월에는 차남 세청이 병으로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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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최제우는 동학 창시를 위해 고민하고 있던 청년기에 울산 유곡동으로 이주하
여 여기에서 공부를 하였다.
최제우는 나이 5세에 어머니를 잃고, 16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세에는 스승
인 최림까지 죽었으며, 큰 불이 나서 집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자 삶의 의욕을 잃고
방황하였다. 그후 그의 나이 21세 되던 해(1844년)에 처가가 있는 울산 유곡동으로
생활터전을 옮겼다. 이곳은 그의 16년간의 거점이 된다. 그는 행상 길을 나서서 바
늘 행상14)을 해가며 이곳저곳을 유랑했다. 이 유랑을 통해서 그는 당시 사회의 모순
을 목도할 수 있었다. 1854년 그는 유랑을 청산하고 다시 유곡동으로 돌아왔다. 여
기서 그는 여시바윗골15)에 따로 초가집을 지어 처가에서 독립하였다. 이곳에서 수행
에 정진하였다. 이때 그는“동래 부근에서 서학을 하는 경주 최씨 성을 가진 사람과
16)고 하는 데 이는 당시 동래에 거점을 두고, 경상
담론도 하고 매우 가깝게 지냈다”

도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던 최양업과 교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 사람은 지향하는 종교는 다르지만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경주 최씨이고, 종교에
심취한 것으로 보아 교류의 가능성이 높다. 이 만남을 통하여 최제우는 서학과 중국
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17)
1855년 3월 어느날 그는 금강산 유점사에서 온 선사(禪師)로부터 신인(神人)에게
18)라고 한다. 이 책
서 얻었다는 기서(奇書)를 받게 된다. 이를『을묘천서(乙卯天書)』

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하늘에 기도를 하라’
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
동안 그는 세상을 구할 도를 밖으로부터 얻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면서 수많은 가르
침과 접했다. 그러나 을묘천서 사건 이후에 그는 한울님에게 기도를 하여 도를 얻고
자 하는 수련의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을묘천서는 최제우의 득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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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백목을 매매하여 생계를 유지했다는 기록도 있다(
『비변사등록』26, 철종 14년 12월 20일, 선전관 정운구
서계, 120쪽).
15) 울산 유곡동 여시바윗골은 대봉산과 함월산의 서쪽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울산시 중구
유곡동이다. 유곡동에는 골짜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절터골이고, 다른 하나는 여시바윗골이다. 여시
바윗골은 절터골에서 동북쪽으로 뻗은 골짜기이며, 여우가 바위 위에 자주 나타나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여시바윗골은 예수바윗골로 불리기도 한다.
16) 경주 최씨 가문의 구전기록 (최정간, 1994,『해월 최시형가의 사람들』
, 웅진출판사).
17) 최효식, 1998,「수운 최제우의 생애와 사상」
,『동학연구』2.
18) 을묘천서와 관련되는 내용은 당시 정부에서 파견한 선전관 정운구의 보고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는 경주
가정리 부근 동네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하면서 최제우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도를 펴면서
말하기를“내가 정성을 드려 하늘에 제사를 올리고 돌아왔는데, 하늘에서 책 한 권이 내려온 것을 다른 사
람들은 무슨 글자인지도 몰랐으나 나만이 홀로 알아서 도를 닦게 되었다. 그것을 공부하여 익혔으므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
고 했다고 보고했다(
『비변사등록』
, 철종 14년 12월 20일자 선전관 정운구 계).

이를 바탕으로 그는 양산군 내원암으로 장소를 옮겨 본격적인 수도를 시작한다.
수도 생활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생계를 해결하여야 했다. 그래서 그는 1857
년 고향의 논 6두락을 팔아, 이 돈으로 울산에 철점(鐵店)을 낸 뒤 부인에게 맡겨 생
계를 꾸리게 하였다.19) 그러나 이 철점의 경영이 어려워 빚만 지게 되었고, 그는 매
일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더욱이 앞서 논을 방매할 때 2중으로 판 것이 드러나
사기죄로 경주 관아에 고발까지 되었다. 1859년 10월 그는 마침내 가족을 이끌고 울
산을 떠나 경주 용담정으로 돌아갔다. 이곳에서 정진을 계속하던 그는 마침내 1860
년 4월 5일에 득도(得道)하기에 이르렀다.20)
2) 울산의 동학 운동
최제우는 1861년 6월부터 동학을 전파하
기 시작하였다. 동학 발상지 중의 하나였던
울산에서도 동학이 전파되고 있었다. 1862
년 12월에는 접제(接制)를 공식화하고, 접주
(接主)를 최초로 임명하였다. 울산의 접주로
는 서군효(徐群孝)가 임명되었다. 이밖에 접
주가 임명된 지역은 경주, 영덕, 영해, 대
구·청도, 청하, 영일, 안동, 단양, 영양, 영
천, 신령, 고성, 장기 등이었다. 이로부터 동 최제우 유허비(울산시 유곡동)
학은 접으로 교단조직의 틀을 갖추게 되었
다. 이러한 조직의 정비는 동학 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지역도 넓어져 효과적인 관리
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한 개의 접의 규모는 30호(戶)에서 50호 정도였다.
따라서 울산에서는 서군효 접주의 지도하에 30～50호의 교인 호수(戶數)가 있었다
고 할 수 있다.21)
최제우가 체포되어 처형되고, 동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면서 특히 동학의 발상지
였던 울산과 경주는 정부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되었을 가능이 높다. 더욱이 경상
좌병영이 버티고 있던 울산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한 압박이 만만하지 않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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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도원기서』
. 그는 이 땅을 팔 때 모두 7명에게 땅을 이중으로 파는 일종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철점은 대
장간으로 각종 농기구를 제작하는 곳을 말한다.
20) 최효식, 1998, 앞의 글.
21) 표영삼, 1999,「포접조직과 남북접」
,『동학연구』4.

이후 울산에서는 동학과 관련된 기록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1894년 동학농민전쟁
때에 경상도 북서부의 예천, 용궁, 상주, 선산, 김천, 성주, 개령, 안동, 지례, 영천
등지와 남서부의 함안, 사천, 김해, 하동, 곤양, 단성, 진주 등지에서 동학 농민군이
활동을 하였다.22) 그러나 경상좌도(慶尙左道)에 속하는 지역에서는 동학 농민군과
직접 관련되었다고 알려진 활동은 없다. 낙동강 서쪽의 경상우도(慶尙右道) 지역은
인근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활동하고 있던 동학 농민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경상좌도 지역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경상좌도에 속한 울산과 언양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다만 여기에
서는 이 곳에서 일어난 민란 처리와 관련하여 동학 관계자들이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1894년 8월 초 울산에서는 민란이 일어나 몇 채의 아전 집을 불태운 사건이 발생
하였다가 경상좌병사의 권유로 해산하였다.23) 그후 8월 20일 다시 민란이 일어나 8
월 말까지 지속되었다. 이때 울산을 여행하고 있던 동학 관계자 최달곤(崔達坤)24)은
민란의 주모자(狀頭)를 만나 그에게‘원망이 있어 이와 같이 모여 있으나 일을 도모
함에 있어서 무의미한 일입니다. 또 여러 날 동안 머물러 있어 모든 것이 궁색하므로
소민(小民)들로 하여금 제각기 돌아가도록 하고 그 중에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몇 사
람만 울산부내(蔚山府內)로 오게 하여 일을 바로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권
유하였고, 이에 주모자는‘이런 일을 일으킨 지 오늘까지 8,9일이 되었고, 일은 이미
바로잡혀 있으므로 우리들도 오늘부터 돌아갈 계획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후 최달곤은 울산부사를 면담하고‘어떻게 선정(善政)을 하셨기에 백성들이 이 지
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라고 따졌고, 이에 대해 부사는‘나의 잘못은 모르고 있으
니 백성들에게 물어 보십시요?’
라고 대답하였다. 이어 최달곤은 경상좌병사와 면담
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25)
이 민란도 1875년 울산민란과 마찬가지로 아전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되어 발
생한 것 같다. 처음에는 원한의 대상이 된 아전들의 집을 불태우는 등의 공격을 하다
가 경상좌병사의 권유를 받아들여 잠시 해산을 하였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다
시 봉기하여 열흘 정도 민란이 지속됐다. 이 동안에 문제가 해결되자 농민들은 해산
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민란이 처음부터 동학과 연결되어 발생되었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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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24)
25)

박진태, 1995,「1894년 경상도지역의 농민전쟁」
,『1894년 농민전쟁 연구』4, 역사비평사.
국사편찬위원회, 1987,『주한일본공사관기록』2, 57쪽.
최달곤에 대해서는 이이화, 1994,『동학농민전쟁 인물연구』
(한겨레신문사) 106-112쪽 참조.
국사편찬위원회, 1987, 앞의 책, 70쪽.

한편, 언양에서도 1894년 8월 24일 민란이 발생하였다. 봉기한 주민들은 울산과
마찬가지로 몇몇 아전들의 집을 불태우는 공격을 하였다. 이때 마침 동학당(東學黨)
2명이 도착하여 현감과 아전들을 체포하여 투옥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자 해산하였
다고 한다.26) 이 민란의 경우에도 동학 관계자들이 민란의 처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흔적은 보이지만, 처음부터 민란과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하튼 동학의 산실(産室)이기도 하였던 울산은 초창기에 접주가 임명되는 등 활
기를 띠었으나 최제우가 처형된 후에는 동학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는 어려웠
다고 여겨진다.

3. 천주교의 전파와 울산
1) 언양 향반과 향리들의 천주교 수용27)
조선후기 영남지역은 천주교 확산과정에 있어서 천주교 박해 이후 은거지, 피난처
로 인식되었을 뿐이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1801년 이전에 경남 지역에 천주교가
전파되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 중 언양 지역은 특히 이를 대표하는 지역의 하
나로 꼽혀 왔다. 즉 1801년 신유박해 이후 귀양온 사람들에 의해 천주교가 수용되었
고 그 이후에는 영남 북부 지역의 신자들이 천주교 박해를 피해 언양 지역으로 숨어
들어와서 그들에 의해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1801년 신유박해 이전 이른바 천주교 초기 수용 단계에서 영남 남부
지역인 언양 지역에서 천주교를 학문으로 수용하면서 그 후 천주교가 지속되는 주목
할 만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양 지역이 많은 신앙 공동체가 생겨 나
고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면에는 단순한 지리적 환경에서라기보다도 이미 초
기 수용자들이 닦아 놓은 기반이 존재하였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언양은 1801년 이전에 이미 학문으로 천주교를 수용하고 있
었다. 언양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은 향반들과 향리들로 이들은 지역 사회의 지도
자들이었다. 이들은 향반(鄕班)인 창녕 성씨(成氏) 가문과 이족(吏族)인 해주 오씨 가
문 및 경주 김씨 가문 등이다. 이러한 언양 지역의 천주교 수용은 중앙에서 천주교를
전파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지역의 향반과 이족들이 중앙과의 연결 속에서
26) 국사편찬위원회, 1987, 앞의 책, 57쪽. 이들 동학당들은 언양 민란에 개입한 후 김해로 갔다고 한다.
27) 손숙경, 1998,「조선후기 경남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형태-언양지역의 사례 연구」
,『부산사
학』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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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남인들이 선교사의 도움없이 자신들의 학문을 매개로 친인
척과의 관계를 통하여 수용한 것과 비슷하다.
창녕 성씨 가문 중에서 천주교와 관련이 있던 파는 진파(璡派)이고, 이 파의 성처
인(成處仁), 성철규(成喆奎), 성진탁(成震鐸)이천주교와 관련되어 죽임을 당했다. 이
가문에서 천주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사람은 성처인(1758～1801?인
) 것 같다. 그
는 1801년 7월에 충청도 제천에 있던 처가28)에 가서 황사영이 숨어 있는 곳에 있다
가 그해 9월 26일 황사영이 체포되면서‘황사영 백서사건’
에 연루되었다. 그가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아 그는 그 전에 이미 황사영과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
다. 그가 천주교를 수용하게 된 것은 윤지충, 황사영 등 남인과의 교류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는 1787년 10월에 일어났던 반회사건(泮會事件)29)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
루었고, 1791년 윤지충의 진산사건에도 연루되었다. 성진탁(1781～1832)은 성처인
과 7촌이었다. 그는 상거래를 위해 중국 북경을 왕래하면서 조선 교구가 분리 독립
되는30)데 도움을 주었다. 그가 무역에 나선 것은, 그의 할머니가 비록 영의정 홍치
중의 딸이었지만 할아버지 성동좌(1716～1774)에게 개가(改嫁)를 하여 할아버지의
족보에 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는 1832년에 서울에 올라간 후 1839년 기해박해 때 죽음을 당한 것 같다. 성진탁의
아들 성철규도 천주교 신자의 혐의로 1839년에 체포되었다가 옥사하였다. 그가 천
주교를 수용하게 된 것은 역시 증조모가 이 가문으로 개가해 와서 후손들의 과거 및
관직 진출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한 좌절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언양 지역에서는 오한우(吳漢佑:1760～1801?와
) 그의 육촌 매제31)인 김교희(金喬
喜)가 1790년 무렵에 천주교에 입교하였다. 오한우는 서울을 드나들며 오몽상, 권일
신, 정약용과 교분을 두텁게 하고,『천주실의』
와 천주교 교리책 몇 권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이 책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부친의 반대에 부딪치자 김교희에게 책을 보
관하게 하였다. 이 책들을 김교희가 읽고는 천주교에 흥미를 가지고 오한우와 함께
1790년 3월 무렵에 서울에 가서 세례를 받고 언양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들은 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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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의 처는 박씨이고, 그의 왕고모부인 황일무는 황사영의 친척이었다.
2 9 )1 7 8 7년 10월경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승훈, 정약용 등이 성균관이 있는 반촌에서 집단적으로 천주교 서적
연구를 지도하다가 홍낙안, 이기경 등 척사세력의 공격을 받아 지방으로 축출 당한 사건을 가리킨다.
30) 1784년에 설립된 조선 천주교회는 북경 주교의 사목 관할 아래에 있었다. 그후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교구를 북경 주교의 관할에서 분리하고, 독립된 사목권을 파리외방전교회에 위촉하였다. 이로
써 조선의 천주교회는 독립된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다(이원순, 1983,「조선교구 설정의 역사적 계기」
,『교
회사연구』4).
31) 김교희의 처(부는 오원국)가 오한우와 6촌 관계에 있었으므로 그는 오한우의 6촌 매제가 되었다.

지역에서 천주교 전파에 노력하였다.
고령 신씨 가문도 언양의 이족 가문으로 천주교를 수용하였다. 이 가문에서 천주
교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지는 사람은 신인표(申仁杓:1785～?)이다. 이 집안에서는
그가 천주교로 인해 죽은 사실을 숨겨왔다. 그가 죽자 두 아들 중 하나는 양산 통도
사의 스님이 되었다고 한다. 그의 묘도 가묘(假墓)인데, 이것은 그가 천주교로 인하
여 죽어 그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천주교 박해와 순교자 발생32)
1801년 신유박해로 오한우는 순교하고,33) 그의 가족들은 내간월로 이사를 하였
다. 김교희는 가정을 이끌고, 간월산 불당골로 피신하여 신자촌을 형성하였다. 신유
박해로 탑곡으로 유배된 강이문(姜彛文)34)에 의해 탑곡에도 신자촌이 형성되었다.
강이문에 의해 신자가 된 예씨(芮氏) 청년35)을 비롯한 5～6세대가 상선필에 신자촌
을 형성하였다. 이로써 언양에는 간월산 불당골, 탑곡, 상선필 등 3곳에 신자촌이 형
성되어 서로 연락을 취하였다. 이들은 주로 농사를 짓거나 옹기와 숯을 구우면서 생
활을 하였다.
그 후 1815년 을해박해(乙亥迫害)로 충청도, 경상도 등지에서 신자들이 이곳 신자
촌으로 피신을 와서 신자촌은 더욱 커졌다. 신자들은 탑곡과 상선필 교우촌을 거쳐
간월산 밑의 간월 교우촌으로 피난왔고, 그 결과 간월 교우촌은 더욱 커져 확실한 신
앙공동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827년 정해박해(丁亥迫害)로 이 곳 간월 교우촌의 신자들도 박해를 피해 사방으
로 흩어졌다. 김교희의 가정은 여러 곳으로 피난을 다니다가 경주지방의 아화 모량리
에 정착하였다. 이곳에서 김교희는 1834년 사망하였다. 이후 그의 가족은 간월산의
마지막 골짜기인 간월골로 이주하였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나자 언양 지방에서
32) 언양천주교회, 1993,『신앙전래이백년사 언양천주교회사』; 손숙경, 1998, 앞의 글 참조.
33) 언양의 첫 신자였던 오한우는 신유박해를 피해 도피하다가 충청도에서 체포되어 문종이로 얼굴을 가리고
물을 뿌려 질식사하는 백지치명을 당하여 순교하였다. 그후 그의 시신은 순교지에 가매장되었다가 20년이
지난 뒤에 오한우의 아들이 언양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34) 강이문은 주문모 신부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는데, 신유박해 때 언양으로 귀양왔다가 탑곡으로 옮겼다.
그는 소북 가문 출신으로 1797년 천주교로 유배된 강이천의 아우이다. 강이문과 함께 언양으로 유배된 신
자는 장지인, 최길증 등이다. 장지인은 경기도에서 유배왔고, 최길증은 충청도에서 유배왔다.
35) 경주 사람인 예씨는 장기현으로 귀양온 정약용을 방문했다. 정약용은 그를 탑곡에 유배되어 있던 강이문
에게 소개하여 신자가 되었다. 그후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웃과 친척들에게 천주교를 전파했다. 그 결
과 5～6세대가 입교하여 탑곡 인근의 깊은 산골인 상선필로 이주하여 살면서 신자촌을 이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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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큰 혼란이 일어나고 많은 신자들이 이동하였다. 충청도와 경상북도 일원에서 피난
온 신자들이 칠곡의 신나무골, 진목정, 언양의 탑곡과 상선필을 거쳐 간월과 대재36)
에 모여들었다. 이로써 죽림(대재, 죽령, 죽림골)공소는 간월공소와 같은 큰 규모의
공소가 되었다. 김교희의 셋째 아들인 김상은(1804～?)도 대재공소인 죽림굴에 머물
면서 움막집을 짓고 토기, 옹기, 숯을 구우면서 신앙생활을 하였다. 박해가 끝난 뒤
1842년 무렵에는 간월과 죽림공소에 피난온 진목정, 탑곡 신자들 중 일부가 고향으
로 되돌아갔다.
김대건 신부의 체포로 비롯된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는 언양 지역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았고, 오히려 다블뤼 신부와 최양업 신부가 간월공소를 방문하면서 언
양 지역에서는 천주교 신앙이 활성화되고 있었다. 1858년～1859년에는 간월공소에
새 강당을 신축하기도 하였다.37)
그후 1860년 경신박해(庚申迫害)는 언양 지역의 신자촌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간월공소는 불타버렸고, 최양업 신부는 간월공소에서 돌아다니며 전교를 하다가 박
해를 만나 죽림굴에서 몇 달간 숨어 지냈다. 간월 교유촌의 김상은38)과 그의 아들
김영제(1827～1876)는 투옥되었다가 풀려났다.39) 김상은의 딸이고 김영제의 누이
인 김아가다는 당시 24세였는데 죽림굴의 최양업 신부를 도와 생활하다가 장티프스
에 걸려 사망하였다. 김규흡(金圭翕: 1812～?)은 순정공소의 첫 신자로서 한약을 지
으면서 살았는데 한약 재료를 구입하러 대구 약령시에 갔다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되어 가서 죽었다고 한다.40)
1866년 병인박해는 언양지역의 천주교 신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다. 간월 교
우촌이 완전히 파괴되고, 신자들은 죽림이나 안살티, 두서, 두동 및 청도의 구룡과
경산 자인골로 피난갔다. 언양 지방에서는 신자들의 친척이나 다른 외부인의 밀고
로, 신자들은 재산도 몰수당했다. 오한우의 손자 오치문도 이때 죽었다.41) 경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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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죽림굴, 지금의 상북면 이천리.
37)『최양업 신부의 서한집』
, 243쪽 ; 1859년 10월 최양업 신부가 르그레조아 신부에게 보낸 서한. 이 서한에
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간월이라는 공소에는 교우들이 상당히 많으나 모두 가난하여 강당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어떤 외인이 와 보고‘하느님을 공경하는 집 꼴이 이래서야 쓰겠는가?’
라고 말하며 자기가
하나 지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외인은 자기 비용으로 훌륭한 강당을 지어 주었고, 내 지역뿐 아
니라 전국적으로도 이곳만큼 훌륭한 강당은 없을 것입니다.”
38) 김교희의 아들.
39) 김영제는 그후 풀려났다가 1868년 병인박해 중에 대재에서 다시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으며 경주에서
서울로 이송되어 수감되었다. 감옥에서 심한 고문을 받아 종지뼈가 떨어져 나갔다. 9개월간 옥고를 치루
다가 특사되어 경북 자인골에서 3년간 살았다. 그후 간월골 신자들이 피신한 살티로 옮겨 3년간 살다가
1876년 사망하였다.
40) 그의 부 김리연은 1798년 언양호적대장에서 주소가 상남면 길천리 5통 1호로 나타나고 있다.

김보윤은 당시 간월공소로 피난을 갔다가 죽림공소와 원동을 거쳐 부산 영도에 정착
했다. 언양 사람 김사집은 마산 쪽으로 피난 갔다가 진영 포교에게 잡혀서 고문을 당
했다. 심한 고문을 못 이겨 배교(背敎)하여 석방되었다가 이를 번복하고 자수하였다.
그는 1867년 5월에 진영에서 처형 당했다. 범실공소의 남주견 3형제 중 1명은 의령
으로, 다른 1명은 양산으로 각각 피난을 갔다. 남주견은 청도, 경산 자인 큰골로 피
난을 갔다가 나중에 언양 안살티에 정착했다. 범실공소의 강씨 두 형제는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그리고 경신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허인백(許仁伯)42)도 병인박해가 일어나
자 김종륜(金宗倫), 이양등(李陽登)43)과 함께 죽림공소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범굴을
찾아서 가족들을 옮기고 목기(木器)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들
은 1868년 5월 경주진영을 거쳐 같은 해 8월 14일 울산 좌병영의 장대에서 3명이
함께 처형당했다.44) 허인백이 체포되었을 때 김영제도 체포되었다. 그는 경주를 거
쳐 서울로 이송되어 고문을 당하였다. 서울에서 9개월간 옥고를 치렀다가 국가에 경
사가 있어 특사로 석방되었다. 그는 경산 자인골로 내려가 3년을 살다가 살티로 옮겼
다. 살티로 옮긴지 3년만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이기수 신부의 증조부인 이
루도비꼬는 울산군 웅촌면 검단에 살다가 허인백 등과 함께 체포되어 관가로 끌려가
던 중에 풀려났다. 그는 간월을 거쳐 안살티로 피난을 했다. 언양 율동45)에 살던 이
기수 형제는 죽림으로 피난갔다가 그곳에서 체포되어 울산 좌병영 장대에서 처형되
었다. 오한우의 증손자 오상선도 천주교를 수용하여 전교하다가 병인박해의 여파로
사망하였다.46)
그러나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고,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천주
교는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에 피난갔던 신자들은 다시 안살티로 모
여들어 이곳에 신자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882년～1883년 당시 언양의 살티
에는 38명의 신자가 있었다.47) 1888년 언양 지방에서는 본당 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조직되어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언양공소의 회장인 박우양과 선필 지역의 회장인

41) 손숙경, 1998, 앞의 글, 21쪽.
42) 허인백은 김해가 고향이었다. 1860년 경신박해 때 체포되었으나 돈을 내고 형벌만 받고 석방되었다. 그후
언양으로 이사하였다가 1866년 병인박해 때 다시 체포되어 처형당했다.
43) 이양등은 울산 죽령리 공소 회장으로 상인 출신이었다(차기진, 1988,「조선후기 천주교의 영남 전파와 그
성격」
,『교회사연구』6, 220쪽).
44)『일성록』
, 고종 5년 8월 15일, 경상 좌병사의 계.
45) 지금의 울산군 청량면 율리.
46) 손숙경, 1998, 앞의 글, 21쪽. 그의 생부는 오치인이고, 그는 숙부인 오치문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조
선
후
기

595

김문익이 앞장섰으며, 신자들은 자금을 제
공하였다. 당시 언양읍과 살티에는 각각 28
명과 26명의 신자가 있었다.
조선 후기에 들어 성리학이 더 이상 사회
를 이끌어 가기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한
편에서는 실학이 대두되기도 하였지만 새로
운 종교가 유포되기 시작하였다. 정감록, 미
김영제 묘(살티 소재)

륵신앙, 후천개벽설 등 민간신앙이 성행하
고 있었고, 유불선 합일설을 계승한 동학이

발생하였다. 더욱이 서양에서 수입된 천주교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질서, 사상 질
서에 엄청난 파장을 미치고 있었다.
울산은 동학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초대 교주 최제우의 부인인 박
씨가 울산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최제우가 동학 창시를 위해 고민하고 있던 청년
기에 울산 유곡동에서 수련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곳에서 최제우는‘을
묘천서’사건이라고 하는, 자신의 득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
였다. 포교 초기 울산에서는 동학 도인이 증가되고, 마침내 서군효라는 접주가 임명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제우가 처형되고, 동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는 속에서 울
산에서의 동학 활동에도 많은 난관이 조성되었다. 1894년 동학 농민군의 운동이 활
발하게 전개되는 분위기를 타 울산과 언양에서도 민란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경
우에도 처음부터 동학과의 밀접한 연결하에 민란이 발생하거나 전개되지는 못하였
고, 민란의 처리 과정에서 외부의 동학 관계자가 개입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신종교의 유파는 울산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 언양에서는 이 곳의 향반과 향리 등
이 중앙의 남인과 연결 속에서 이미 1801년 이전에 천주교를 수용하고 있었다. 언양
의 대표적인 향반인 창녕 성씨 가문에서는 성처인, 성철규, 성진탁이 천주교와 관련
되어 순교하였다. 성처인은‘황사영 백서사건’
의 황사영은 물론이고, 진산 사건의
윤지충과도 교류가 있었다.
역
사

오한우와 김교희는 언양의 향리 가문 출신으로 천주교를 수용했다. 오한우는 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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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당시 이 곳을 김 로베르 신부가 방문했는데, 과로와 장티푸스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었다. 언양 탑곡공소
에 살던 박회장이 한의원에서 그를 치료했다고 한다. 박회장은 병인박해 때 밀양 양촌에서 탑곡으로 피신
왔다. 병인박해 때 순교한 김종륜의 집에 머물렀다. 박문선 신부는 박회장의 증손자이다. 김 신부는 1885
년 12월에 창립된 대구본당의 첫 본당신부가 되었다.

신, 정약용과 교류를 하다가 신유박해 때 순교했다. 김교희는 죽임은 면했으나 간월
에 교우촌을 꾸려 선교에 노력했다.
여러 차례 진행된 박해는 언양 지역의 천주교인에게 큰 시련을 끼쳐, 울산 출신 신
도뿐 아니라, 외지에서 박해를 피해 언양으로 들어온 신자들도 순교하는 등 시련를
겪었다. 김교희, 김상은, 김영제, 김아가다, 김규흡, 오치문, 김사집, 이양등, 남주
견, 이기수, 오상선 등은 언양 출신이고, 허인백, 김종륜 등은 외지 사람들이었다.
이처럼 울산은 조선 후기 신종교가 유포되는 속에서 동학과 천주교가 수용되고 있
었고, 봉건정부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순교자도 발생하고 있었다.
<양상현,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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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조선후기 수취체제 문란과 울산의 농민항쟁

조선 후기는 중세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사회를 변혁하려는 사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19세기 중엽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농민항쟁은
바로 당시 사회가 안고 있던 모순을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농민항쟁이‘삼정(三政)’
으로 표현되는 조세징수 정책을 매개로 하여 일어
났고, 항쟁에서 농민들이 제기하고 있었던 요구 사항도 조세징수 문제와 관련된 것
이 주 내용을 이루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의 항쟁은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농민층 분해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지주제 모순의 심화,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
건의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조세징수 정책의 변화, 이에 대한 새로운 사회세력과 옛
지방지배층의 반발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전개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농민들의 성장 수준과 한계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었다.
당시 중세 사회의 모순의 최대 피해 지역이었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등 삼남
지방을 중심으로 봉건정부의 대리인이었던 수령, 아전과 지역농민의 갈등, 그리고
양반지주와 전호 농민의 갈등은‘민란’
이라고 불리었던 농민항쟁으로 표면화하고
있었다. 울산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각각 1862년과 1875년에 이 지역에서는
19세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었던 환곡과 도결, 그리고 아전들의 부정부패가 원인
이 되어 농민항쟁이 일어나고 있었다.

1. 조선후기 수취체제의 문란
조선시대의 조세징수는 그 후기에 이르러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이라
는 삼정으로 표현되었다.
1) 전정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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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은 토지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를 한꺼번에 모아 징수하는 일종의 전결세 징수
행정이었다. 이것은 전세미, 대동미, 삼수미, 결작 등과 이에 따르는 사소한 부가세
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항목이 44가지에 이를 정도로 번잡하였다. 법으로 정하여 놓
은 전결세의 액수는 원래 쌀 23말 내외였으나,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많은 지방에서
는 60～80말이고, 적은 곳에서는 30～40말로 크게 증가하였다. 원래 전결세는 땅

주인인 지주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는 지
주가 땅을 경작하는 전호에게 떠넘겨 이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었다.
19세기 이후에 전결세를 쌀이나 면포와 같은 현물이 아닌 화폐로 거두면서 토지 1
결에서 징수하는 세금의 총액을 화폐로 계산하여 결가(結價) 몇 냥으로 징수하였다.
이처럼 결가로 거두면서 수령이나 서리가 농간을 부렸다. 서리들은 결가를 시가에 따
라 거두면서, 농민들로부터 거둘 때의 가격과 중앙에 상납할 때의 가격 차이를 이용
하여 이익을 남기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가는 계속 상승하였다.
조세징수를 편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세인 전결세 뿐만 아니라 군역의 부족분이
나, 환곡의 부족분도 모두 토지에 부과하여 한꺼번에 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징수 방식을 모두 토지에서 거둔다는 뜻으로‘도결(都結)’
이라고 불
렀던 것이다. 현물이 아닌 화폐로 세금을 징수하고, 사람이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세
금을 징수하게 되면서 각각의 조세 항목을 따로 걷지 않고 한꺼번에 계산하여 거두
는 조세 징수체계가 바로 도결제였다. 이 방식은 관청에서 모든 조세를 매기고 거두
는 것을 총괄하는 방식으로 그 이전처럼 고을의 유력자들 중에서 뽑아 작부(作夫)를
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방식을 해체시켜 나갔다.
이 방식은 빈농층이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족한 조세를 손쉽게 토지에 떠넘길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관리와 그 지방의 양반과의 유착관계도 어느 정도 해체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농민의 입장에서는 한 항목의 조세에 대하여 여러 번 납부하여야 하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결국 과중한 조세 부담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고액의 결가 책
정과 도결제 실시는 19세기 농민항쟁의 주요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1875년 울산민란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민란의 원인도 아전이 공전을 유용하여
발생한 부족분을 편법으로 전결(田結)에 추가로 결세를 덧붙여 거두어 농민들의 불
만을 산 데 있었다. 이른바 불법적인 도결을 하였던 것이다.
2) 군정
군정은 양인 농민을 상대로 하는 군포(軍布)징수 행정이었다. 우선 군액이 증가하
였다. 숙종 때 30만이었던 군액이 균역법 실시 단계였던 영조 27년(1751년)에는 50

조
선
후
기

여만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군현 단위의 군액이 증가한데 비하여 군역 부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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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므로 첩역(疊役) 현상이 일어났다. 군포의 부과는 양인에 대한 정확한 파
악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당시 신분제의 동요로 군역 부담자인 양인이 감소하여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더욱이 군포 부과와 징수가 군총제로 운

영되었기 때문에 문제는 한층 심각하였다. 각 군현이 중앙에 상납할 군포액이 미리
결정되었기 때문에 수령과 아전들이 수납을 완수하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축재를 위
해 양인 농민에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과도한 징수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문
에 백골징포, 황구첨정, 인징, 족징 등의 폐단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군역 부담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농민들은 군포계(軍布契)를 조직하거나 동
포제(洞布制)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군포계는 군역을 부담하는 주민들이 기금을 모
아 그 이자로 군역을 부담하는 것이고, 동포제는 각 마을 단위로 부담해야 할 군액
(軍額)을 미리 배정하여 이를 각 동리(洞里)에서 책임지고 충당하는 방식이었다. 그
러나 이 동포제도 각 동리마다 할당된 군액이 차이가 나서 군역이 균등하지 못했다.
양반 투탁자가 많은 동리는 액수가 적고, 빈민이 많은 동리는 액수가 많은 현상이 발
생했다. 이러한 폐단과 함께 동포를 거두어도 할당된 군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군액 부담분을 토지의 다수에 따라 분배하는 결포제(結布制)가 채
택되었다. 결포는 소수의 대토지소유자에게는 불리하였지만,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
에게는 유리했다.
이처럼 양반이 아닌 일반 양인 장정에게만 부과하는 신분제적인 군역 운영이 점차
붕괴되는 가운데 1871년 드디어 신분의 구별없이 모든 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호
포를 부과하는 호포제(戶布制)를 실시하였다. 호포제 시행 초기에는 가난한 주민에
게 많은 혜택이 돌아갔다. 그러나 점차 권세있는 서리들과 호족(豪族)들이 호포 징수
에서 누락되면서 힘없고 가난한 주민들이 그 부담을 안게 되었다. 결국 이들은 떠돌
이가 되거나,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호포제가 실시되어도 결포제는 계속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 호포제와 결포제의 시행은 결국 19세기 당시 사회의 신분제
붕괴를 반영하여 등장한 군정 운영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1)
3) 환정
18세기 중엽 이후에는 환곡도 세금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원래 환곡은 춘궁기
에 관청이 양식이 떨어진 농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10%의 이자를 붙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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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는 것으로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보조해 주는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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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구휼제도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서 이자의 10%를 다시 중앙 아문에서 회록(會錄)
하고, 이 회록 비율을 점차 높여서 중앙 아문의 부족한 재정을 충당함에 따라 환곡은

1) 고동환 1991,「19세기 부세운영의 변화와 그 성격」
,『1894년 농민전쟁연구 1』
, 역사비평사, 74-83쪽.

점차 일종의 세금이 되었다.2) 특히 세도 정권기에 들어와서 중앙재정의 파탄이 만성
화되면서 중앙의 각 아문은 물론 지방의 감영, 병영, 진영, 그리고 군현에 이르기까
지 각각 환곡을 설치, 운영하여 주요한 재정원으로 삼게 되었다. 19세기 초에는 국
가 재정의 반은 부세에 의존하고, 반은 환곡에 의존할 정도로 재정의 환곡 의존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19세기 환곡 운영의 가장 큰 문제는 진분화(盡分化)와 허류화(虛留化)였다. 원래
환곡은 군량미를 보다 새로운 곡식으로 바꾸어 주는 기능도 있었다. 군현의 창고에
보관된 환곡의 원래 곡식 중에서 1/2은 창고에 두고, 나머지 반을 농민에게 분배하
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19세기에 가면 이런 원칙이 무시되고, 창고 안의 모든
곡식이 농민에게 분배되었다(진분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중앙의 아문이나 지
방 관청이 모두 부족한 재정을 환곡을 운영하여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농
민의 환곡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1862년 당시 경상도에서 읍세가 가장
취약한 군위군의 경우 환곡을 부담하는 민호가 겨우 1,000여 호였는데도 불구하고,
부담해야 할 환곡의 총수는 8만 7,000여 석에 이르러 1호가 부담하는 환곡이 무려
87석에 이를 정도였다.3)
이에 따라 창고의 곡식은 줄어들게 되었다. 환곡을 받은 농민들 중에서 흉년 등으
로 환곡의 이자는 물론이고 원곡조차 갚지 못하는 농민들이 늘어났다. 거기다 수령
과 결탁한 서리들의 중간 횡령이 심하였다. 관청에서도 중앙에 상납할 세금이 제대
로 걷히지 않을 때 우선 창고에 있는 환곡 곡식으로 상납하기도 하였다. 이 때문에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대부분의 군현에서는 창고에 곡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이것이 곧 허류화이다. 허류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서리들의 중간 횡령이었다.
그들은 농민들로부터 받은 환곡으로 사복을 채우고 장부상으로만 받은 것으로 기록
하기 일쑤였다. 이로 말미암아 장부상에는 환곡이 원래의 액수대로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창고에 곡식이 전혀 남아 있지 않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봄에 한 톨의 곡식도 만져보지 못한 채, 서리들이 장부상으로만 나누어
준 양에 따라 가을에 이자를 내야 했으므로 백상(白上)이 보편화되었다. 다산 정약용
도 이런 환곡을‘부렴(賦斂)이지 어찌 진대(賑貸)라고 할 수 있으며, 늑탈이지 어찌
부렴이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탄식할4) 정도였다. 이로써 환곡은 정규적인 세금으
2) 영조 11년(1735년)에 경상도 대동미 중에서 중앙 상납분의 비율은 46.3%였는데, 철종 8년(1857년) 그 비
율은 60.1%로 증가하였다(김태웅, 1997,「개항전후-대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 서울대 박사학위 논
문, 17쪽 표5 참조).
3)『일성록』권 64(서울대 규장각 간행본), 300쪽, 임술 7월,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이도(朴履道) 서계별단(書
啓別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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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방관청이 농민을 수탈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지방관청에서는 환곡의 원곡을 곡식의 값이 비싼 봄에 화폐로 분배하고, 곡
가가 싼 가을에 곡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전환(錢還)을 시행하여 그 차액을 착복하였
다. 곡가가 비싸고 싼 정도에 따라 감사가 다른 지방의 곡식을 이무(移貿)하여 중간
이득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제 환곡은 관청이 농민들을 상대로 자행하는 고리대 수
탈과 다름없이 되었다.
1862년 울산민란도 19세기에 지방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던 환곡이 빌
미가 되어 발생하였던 것이다.

2. 1862년의 울산민란
1) 배경
울산은 4,000결 이하의 토지를 거느린 중읍으로 종3품의 도호부사가 수령을 맡고
있었다. 또 종2품의 병마절도사가 관할하는 경상좌병영이 설치되어 있었다.
민란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861년에 울산부에서는 세금징수와 관련한 부정부패가
관리들에 의하여 자행되고 있었다. 당시 세금을 징수하면서 쌀 175석 4두 9홉 3작
과 왜콩 10석 3두 1승 5홉 2작, 그리고 결전 2,192냥 7전 2분을 초과 징수하여 주민
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런데 부사 한규석은 이것을 서리배의 잘못이라고
하면서 이 중에서 1,000냥을 가져다가 썼다.
이밖에도 한규석은 난곡서원과 학호서원이 새로 선생안(先生案)을 만들 때 자격에
미달되는 자가 명단에 올라가는 것을 허용하면서 1,100냥을 거두었다. 개별적으로
는 좌수 김시발에게서 300냥을 뇌물로 받았고, 안병로 등으로부터는 1,000냥을 거
두어 착복하였다.
한규석에 이어 부임한 서긍순은 부임하자 민정을 살펴 당시 원성이 자자하던 도결
을 혁파하고, 아전들을 단속하여 고을의 묵은 병폐를 없애는 데 노력하고자 했다. 그
러나 경상좌병영이 새로 완향곡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주민들의 부담은 가중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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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고 마침내 민란이 일어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당시 경상도에는 울산에 경상좌병영, 진주에 경상우병영이 있었으며, 동래에 경상
좌수영, 고성에 경상우수영이 있었다. 그리고 경상·전라·충청의 3도 수군을 통괄

4)『목민심서』권 3, 호전, 곡부 상.

하는 삼도수군통제영이 고성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들 병영과 수영도 각각 환곡을
운영하여 재정으로 삼고 있었다. 통영이 운영하는 환곡의 총량은 1862년에 16만
7,397석에 달하였다. 그런데 이 통영곡은 경상도 농민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봄에
는 돈으로 나눠주고, 곡가가 싼 가을에 곡식으로 받아들여 농민을 압박하였고, 또는
돈으로 거두면서 높은 가격을 매기기도 하였다. 진주의 경우 상정가의 2배 이상인
매석 당 7～9냥을 거두었다. 상주·성주·선산 등지에서도 통영곡의 문제는 심각하
였다. 이러한 폐단이 중앙에 보고되더라도 통제사는 항상 통영의 특수성을 들고 나
오므로 어쩔 수 없었다.
수영 또한 마찬가지였다. 경상우수영은 통영과 같이 운영되었으며 동래의 경상좌
수영에서도 지방미가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5) 병영에서도 자체적으로 환곡
을 운영하여 재정을 충당하였다. 경상우병영의 환곡은 크게 나누어 군향곡(軍餉穀)
과 사설곡(私設穀)이 있었고, 군향곡에는 군향미, 별향미, 수성미 등이 있었다. 경상
우병영은 1862년에 모두 3만 9,218석의 환곡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본래의
군향곡은 1만 4,935석이었고, 나머지는 사설곡6)이었다.7) 경상좌병영의 환곡 종류
도 군향곡과 사설곡으로 나뉘어진 것 같다. 이 중에서 1862년에 운영하고 있던 사설
곡은 3만 3,903석이었다.8) 따라서 경상좌병영이 1861년 여러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거론되는 1만 5,016석 5두 6홉의 환곡9)은 군향곡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1861년 8월 24일 경상좌병사 정주응은 좌병영이 일찍부터 환곡을 운영하
였는데, 그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현재 창고에 축적된 것이 없어 큰 문제라고 하였
다. 그래서 이를 위해 추가로 좌병영 관할의 산성에 보관하고 있던 콩 중에서 6,000
석을 군향으로 마련하여 이 중에서 4,000석은 쌀 2,000석으로 바꾸어 콩과 쌀 각
2,000석을 환곡 자본으로 하여 반류반분(半留半分)의 형태로 1862년부터 운영하겠
다고 비변사에 보고하여 허락을 얻었다.10) 이것이 바로 완향곡으로 불리는 좌병영의

5) 망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1988,『1862년 농민항쟁』
, 동녘, 97～98쪽.
6) 경상우병영의 사설곡은 우병영의 재정이 점차 축소되자 병영에서 구폐를 명목으로 임의로 만든 환곡이다. 사
설곡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대체로 병사가 늠전( 錢)에서 재정을 마련하거나 공납 등을
현물이나 돈으로 납부 받아서 이를 운영하여 물품을 대고자 하였던 것 같다. 사설곡은 중앙의 재정체계와는
관계가 없었으므로 모두 분배하여 모조(耗條)와 색락(色落) 모두를 병영에서 취하였다. 따라서 병영 재정에 매
우 중요하였다(송찬섭, 1990,「19세기 경상우병영의 재정구조와 진주농민항쟁」
,『한국문화』11, 211～212쪽).
7) 송찬섭, 1990, 앞의 논문.
8 )1 8 6 2년 12월 11일에 비변사에서 올린 삼남환정구폐절목(三南還政救弊節目)의 영남 항목을 보면 좌병영 사설
곡이 3만 3,903석으로 기재되어 있다(
『비변사등록』권 25(국사편찬위원회 간행본), 임술 12월 11일, 901쪽).
9)『일성록』권 64(서울대 규장각 간행본), 300쪽, 임술 7월,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이도 서계별단 참조.
10)『비변사등록』권 25(국사편찬위원회 간행본), 681～682쪽, 신유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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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곡이었다. 좌병영 완향곡은 모두 미(米) 2,000석, 태(太)
1,000석, 조(租) 1,000석, 모( ) 250석으로 이것을 좌병영
관할의 각 읍으로 분배하여 운영하고 있었다.11)
당시 울산부에는 모두 13개의 면이 있었다. 이 가운데 8개
면은 좌병영이 관리하는 환곡의 분급 대상 지역이었고, 나머
지 5개 면은 울산부가 관리하는 환곡의 분급 대상 지역이었
다. 좌병영이 관리하는 8개 면을 내 8면으로 불렀고, 울산부
가 관리하는 5개 면을 외 5면으로 불렀다.
그런데 내 8면에 새로 미·태·조·모 등 4,000여 석의
완향곡이 분배되자 울산부의 환곡을 분배받는 외 5면에 비
하여 환곡 부담이 과중하게 되었다. 이에 내 8면의 농민들이
불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좌병영은 내 8면 주민의 부담을
『비변사등록』중 좌병영 완향곡 설치를 건의
한 정주응의 보고

덜어주기 위해 이들 지역 주민이 경상좌수영에 본색으로 납
부하던 지방미(支放米) 300석을 외 5면 주민으로 하여금 부

담하게 하였다. 뜻밖에 추가 부담을 안게 된 외 5면 주민들은 좌병영의 이러한 조치
에 반발했다.12)
이처럼 1862년 울산민란은 19세기에 지방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던 환곡
이 빌미가 되어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때 경상도 지역에서 환곡 문제가 원인이 되어 민
란이 발생한 지역은 진주·단성·거창·창원·밀양·상주·성주·군위등지였다.13)
2) 전개과정
울산 외 5면의 농민들은 먼저 향회(鄕會)를 열어 논의를 활성화시켰다. 일반적으
로 이 시기 농민들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등소 운동과 같은 집단적이고 합법
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당시 울산 농민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을 밟지 않
고 있어 주목된다.
농민들은 집단적인 시위를 할 것을 결정하고, 4월 1일 읍 근처에 집결하였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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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먼저 울산부로 나아갔다. 그리고 부사 서긍순에게 사태의 전말을 이야기하고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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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비변사등록』권 25(국사편찬위원회 간행본), 841쪽, 임술 8월 3일, 경주·안동·울산·청송·비안 암행어
사 박이도 별단.
12)『일성록』권 64(서울대 규장각 간행본), 300쪽, 임술 7월, 경상좌도 암행어사 박이도 서계 별단.
13) 망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앞의 책, 100쪽.

사가 처리해 줄 것을 일차적으로 요구하였다. 농민의 집단적인 시위에 대해 서긍순
은‘관이 어찌 농민들의 바람을 따르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농민들의 요구를 수
용할 것을 약속하였다.
부임한 후 농민들을 위해 여러 가지 선정을 베푼 부사 서긍순의 긍정적인 대답에
기세가 오른 농민들은 자신들에게 직접 피해를 준 경상좌병영으로 갔다. 이동하는
도중에 평소 행실이 나빠 농민들의 원한의 대상이 되었던 서리의 집 8채를 파괴하였
다. 농민들이 병영으로 몰려오자 위협을 느낀 좌병사 정주응은 곧 군인들로 하여금
병영의 4개의 문을 닫고 농민들의 진입을 막으려고 하였다. 정문이 막히자 농민들은
동쪽에 있던 동야문으로 몰래 들어가려고 시도하였다. 이를 눈치챈 좌병사 정주응은
드디어 무기를 사용하여 농민들의 진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였다. 군인들은 들어오는
농민에게 총을 쏘고 창을 휘둘렀다. 군인들의 공격에 주민 2명이 총에 맞아 죽었고,
2명이 창에 찔려 죽었다. 현장에서 군인들에게 체포된 주민들도 있었다. 이 중에 형
을 받아 죽은 자도 5명이나 되었다.
9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보지 못하자 주민
들은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니 죽기를 원하는 자는 다시 향회를 열어야 한다
고 하였다.
3) 정부의 대책
9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민란은 중앙
정부에 즉각 보고되지 않았다. 좌병사는 물론이고, 울산부사도 이 사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뒤늦게 경상좌도 암행어사로 파견된 박이도에 의해서 이 사건은 비로소 중
앙 정부에 보고되고, 박이도가 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이도는 이 사건의 원인이 좌병영이 새로 만든 완향곡이라는 환곡에 있음을 지적
하였다. 그는 이 환곡이 경상좌병영의 군수(軍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지
만 민란을 일으킨 주민들의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박이도는 문제가 된 완
향곡을 이전부터 경상좌병영의 환곡을 부담하고 있던 경상좌도의 여러 고을에 나누
어 부담시키고, 절목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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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게 되었다.
박이도는 민란을 일으킨 주모자는 죄를 물어 유배시키고, 민란에 참가한 자들은
등급을 나누어 처벌할 것을 경상도관찰사에게 요청하였다. 그리고 울산의 전 부사였

던 한규석과 좌병사 정주응14)을 처벌하였다.
이처럼 1862년 울산민란은 모순에 항거한 주민들의 궐기였으나, 좌병영의 무력에
의해 압살되었다.

3. 1875년의 울산민란
1) 배경
1862년 민란이 일어난 지 13년만인 1875년에 울산에서 다시 민란이 일어났다. 앞
서의 민란 원인 제공자가 경상좌병영이었기에 난민들이 병영으로 몰려간 데 비하여
이번에는 울산부가 원인 제공자였으므로 난민들은 울산부 관아를 공격하였다.
민란의 원인은 이방 김양서(金養舒)가 공전을 유용한 데 있었다. 그러나 보다 직접
적인 계기는 당시 부사 정기대가 김양서의 부정으로 발생한 문제를 법에 따라 처리
하지 않고 미봉책을 사용하여 편법으로 전결에 추가로 결세를 덧붙여 거둠으로써 농
민들의 불만을 산 데 있었다. 이른바 불법적인 도결을 하였던 것이다. 도결은 관청에
서 필요한 세액을 토지 전결에 나누어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 편리
하여 여러 지역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었다. 더욱이 정기대는 김양서가 달아나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 아니라, 결세를 더 징수하겠다고 감영에 보고한 것에 대하여 감영
에서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결세를 징수하였다.
당시 김양서는 모두 1만 5,800여 냥을 유용하였다. 그런데 안핵사 홍철주15)가 조
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울산부에서는 아전들에 의한 여러 가지 부정행위들이 자행되
고 있었다. 김양서는 김건하의 6촌 종손이었는데, 이들은 서로 이방의 자리를 두고
3차례에 걸쳐 치열한 다툼을 벌였다. 김건하와 김양서는 울산부의 이방 자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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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철종실록』철종 13년 7월 병오.
15) 홍철주(洪澈周 : 1834년～?)는 조선 말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백영(伯泳)이다. 서울 출신
으로 1859년(철종 10) 진사로서 증광별시(增廣別試)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66년(고종 3) 조정에서
탐학행위가 극악해진 지방의 간리(奸吏)·토호들을 특별히 염찰(廉察), 징치(懲治)하기 위하여 경기·경
상·전라·공충도에 암행어사를 일제히 파견하였다. 이때 공충도에 파견되어 백성들로부터 탐문하는 등 철
저히 염찰하여 무단(武斷) 토호를 파악, 죄를 주고 수령 중 잘 다스린 자와 실정(失政)한 자를 파악, 보고하
였다. 그 공으로 1867년 이조참의에 임명되었다. 1875년 울산부에서 민란이 일어났을 때 안동부사로서 울
산에 안핵사로 파견되어 이 민란을 조사하여 민란의 원인과 처리방안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 보고서가
「울산안핵사등록(蔚山按 使謄錄)」
으로 그의 문집『송사유고(松史遺稿)』권 4에 수록되어 있다. 이 등록은
이문(移文), 도부(到付), 관문(關文), 전령(傳令), 절목(節目) 등5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서의 일자
는 1875년 4월 29일에서 8월 7일까지이다.

경쟁을 벌여 1872년 1월에는 김건하 대신에
김양서가 이방이 되었다가, 8월에는 다시 김
건하가 이방이 되었다. 1873년 7월에는 다시
김양서가 이방이 되었다. 김양서가 공금을 유
용한 것도 이때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었
다고 한다.16)
박창표는 본래 간사한 서리로 함부로 읍권
을 농락하고 있었다. 이 자는 1873년에 군기
를 수선하고 교련청(敎鍊廳)을 설치할 때 공 『송사유고』중 울산안핵사등록
금 3만 3,500여 냥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과 박창표의 부정행위에 대한 안핵사의 보고
다하게 지출하여 민원을 야기시켰다.17) 박창
표가 군기 수리와 교련청 설치비용으로 사용한 공전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서원전
답(書院田畓) 발매전(發賣錢) 1,800여 냥, 새로 개간하거나 조사하여 파악한 토지에
서 거둔 결전(結錢) 900여 냥, 호포(戶布) 추가 마련 전(錢) 1,700여 냥, 향임(鄕任)
과 유임(儒任) 발매전 1,000여 냥, 각 면리(面里)의 군교(軍校) 발매전 3,300여 냥,
인리(人吏) 매임전(賣任錢) 6,800여 냥, 신구(新舊) 이방전(吏房錢) 9,000여 냥, 각
면리 잡기전(雜技錢) 1,800여 냥, 하납미(下納米) 70석의 대전(代錢) 1,500여 냥, 어
전(漁箭) 작인(作人)에서 거둔 돈 1,600여 냥, 어전(漁箭) 지세전(地稅錢) 1,200여
냥, 새로 경작하는 노전(蘆田) 34결에서 거둔 결복(結卜)의 대전 1,190여 냥, 교련청
에서 거둔 1,800여 냥, 그리고 1873년 호포전 5,000여 냥이다. 박창표는 이것을 민
결로부터 추가로 거두어 투식하였다.18)
김준일은 도봉색(都捧色)으로 근무할 때 세금 납부를 지체한 주민은 투옥하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거두었고, 출패(出牌)하여 독촉할 때에는 누패(漏牌)라고 칭하고 역시
뇌물을 거두었다. 세금을 거두기 어려운 주민이 있을 때는 그 친인척에게서 2배 이
상으로 초과 징수하였다. 또 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주민에게 공금을 빌려주면서
아침에 공금을 빌려주고, 그날 저녁에 받으면서 이자를 받았을 정도로 고리대를 운
영하였다. 이 때문에 민란시에 주민들이 이 자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였다.
16) 홍철주,『송사유고』권 4, 울산안핵사등록, 을해 7월 6일 이문. 울산안핵사 홍철주는 김건하와 김양서가
이방을 두고 경쟁을 벌인 것이 김양서로 하여금 공전에 손을 대고 결세를 추가로 징수하게 하여 마침내 민
란을 야기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하여 김건하를 체포할 것을 경상감사에게 요청하였다(홍철주, 앞의 책
권 4, 울산안핵사등록, 을해 5월 27일 순영이문).
17) 홍철주, 앞의 책, 을해 7월 6일 이문.
18) 홍철주, 앞의 책, 을해 6월 17일 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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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호는 이밖에 읍권을 조종하고, 이청(吏廳)에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를 주었다. 매년 인복(引卜)하여 취잉(取剩)한 숫자가 수백 결에 이르러 결복(結卜)을
잡힌 주민이 환급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되돌려 주려고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당사
자를 모해하여 재산을 잃은 자가 적지 않았다. 이 자의 부자 형제가 오랫동안 요직에
있으면서 행패를 부려 농민들이 이를 갈 정도였다.19) 그리고 고경화(高景和)는 아전,
향임과 결탁하여 백성들에게 거두어 들이는 일에 간섭하여 계획적으로 협잡질을 하
였고, 배경두(裴景斗)는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두면서도 그 숫자를 더 불렸다.20)
2) 전개과정
일반적으로 민란은 등소 운동과 같은 체제 내에서 용납이 되는 합법적인 방법을
먼저 사용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봉기로 나아갔다. 그러나 1875년 울산
민란은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 당국자는 울산 농민들이 합법적인
청원서를 올리지 않았다고 다음과 같이 개탄하였다.
설령 관장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로서는 고을이나 순영에 원통함을 호
소할 수 있으니, 사유를 갖추어 억울함을 말하고서 바로잡아주기를 바라면 됩니다.21)
이 당국자는 수령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에 대한 처분권은 정부에
있으니 백성들은 합법적으로 열어놓은 통로를 따라 소장을 올리고, 기다려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바로 봉기를 한 데 대하여 개탄하면서 이는 근래 백성들의 습속이 사
나워져서 생긴 변괴라고 하였다.
여하튼 울산 주민들은 합법적인 등소운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봉기하였다. 이 민
란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부사 정기대가 추가로 결전을 징수한 데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이 동헌으로 몰려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면 봉기한 농민들의 공격 대상은 우선 봉건국가에 의한 조세 수탈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고을 수령이 있는 동헌으로 몰려가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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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은 일정 지역에 대한 전적인 지배 권한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명리(命吏)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수령에 대해서 국왕이 임명한 명리하고 하여 크게 피해를
19) 홍철주, 앞의 책, 을해 6월 17일 이문.
20)『승정원일기』고종 12년 7월 5일.
21)『승정원일기』고종 12년 4월 24일.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울산 농민들은 두건을 두르고 몽둥이를 든 채
동헌으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수령을 둘러메고 나와 경계를 넘으려고 했다고 한다.
지방 수령은 특별한 사유 없이 자기가 담당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나가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다. 특히 농민들에 의해 마을 경계선 밖으로 축출되었을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였다.22) 당시 울산 농민들이 수령을 둘러
메고 경계를 넘으려고 한 것은 농민들이 적극적인 추방을 통하여 수령의 지배를 부
정하고 항거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농민들에 의해 추방된 수령은 상경하여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다.23)
수령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울산 농민들은 이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
적으로 공격하였다. 이서들은 봉기 과정에서 수령과 달리 취급되면서 봉기한 농민들
에게 전적으로 노출되었다. 당시 울산 농민들은 수교(首校)였던 박만위(朴晩偉)를 매
질하는24) 등 관속을 마구 구타하였다.25) 패거리를 모아서 두건을 두르고 몽둥이를
든 채 느닷없이 울산 동헌으로 들어가 관속을 마구 구타하고, 수령을 둘러메고 경계
를 넘으려고 하였다. 26)
박시욱(朴時頊)은 겉으로는 민란에 반대하는 체하면서 은밀히 민란을 사주하였다.
김낙준(金洛俊)은 울산부 관리의 가렴주구를 저지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은밀히
민란을 사주하였다. 이규연(李圭淵)은 통지문을 돌리고 방을 내걸 것을 지시하고, 아
전의 집을 부수었다. 박남표(朴南杓)는 앞장서서 기세를 올리면서 곳곳에서 선창을
하여 주동을 하였고, 김연암(金連巖)과 이층감(李層 )은 동헌에 뛰어올라 수령을 당
(堂)에서 끌어내렸다. 안만종(安萬宗)은 지시에 따라 창을 깨고 수령을 메고 나왔다.
김응기(金應己)는 박남표를 따라 돌입하여 동헌에 올라 수령을 메고 나왔다. 송사종
(宋士宗)은 한결같이 주동자를 따라 힘을 모아 포악한 짓을 도왔고, 최을용(崔乙用)
은 스스로 선발대가 되었다. 양희주(梁希周)는 창도(倡導)하였다. 홍치은(洪致殷)은
각각의 사람들을 초록(抄錄)하고 대중을 협박하여 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한편, 봉기 과정에서 부세창고, 관아건물, 부세장부 등이 파괴되거나 소각되기도
하였다. 이 역시 관의 수탈에 대한 농민들의 적극적인 저항 형태였다. 당시 울산에서
도 관가로 몰려간 주민들은 옥을 부수어 죄수를 풀어주고, 관가의 물건을 탈취하였
으며 장부책을 찢고 군물(軍物)을 부수는 등27) 적극적으로 저항하였다. 4월 29일에
22) 망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분과, 앞의 책, 76쪽.
23)『승정원일기』고종 12년 5월 16일.
24)『승정원일기』고종 12년 7월 6일.
25)『승정원일기』고종 12년 4월 24일.
26)『승정원일기』고종 12년 4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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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러 주민들은 흩어져서 돌아갔다.28)
그러나 경상좌병사는 힘으로 이들을 진압하는 대신 먼저
비장과 장교를 보내어 여러 차례 타일렀고, 이에 주민들은
비로소 흩어져 돌아가기 시작했다.29) 당시 좌병사가 민란을
일으킨 주민에게 처음부터 강경 진압을 하지 않은 것은
1862년 민란 때 경상좌병사가 강경하게 대응을 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좌
병사 정지용의 잉임(仍任)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그가 주민
들의 신망을 받고 있었고, 또 민란의 원인이 울산부에 있지
경상좌병영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민란이 발생하자 경상감사 홍훈은 부사 정기대의 파면을
『승정원일기』중 울산민란 기사
1875년 경상감사의 보고서

요청하였다. 이에 국왕은 부사 정기대로 하여금 죄를 진 채
로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민란을 일으킨 주민에 대한 조사와
민란의 원인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

하였다. 그러나 의금부에서는 사태의 중대성에 비추어 감사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안동부사 홍철주(洪澈周)를 울산부 안핵사로 파견하여 민란을 조사하게 할
것을 국왕에게 요청, 허락을 얻었다. 의금부는 감사에게도 안찰(按擦)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월봉(越俸)의 벌을 내리게 하고, 난민들에 대한 체포를 게을리 한
좌병사도 무거운 쪽으로 추고할 것을 요청하였다.30)
민란이 일어나자 국왕은 부호군 장석룡(張錫龍)을 새로 울산부사로 임명하여 며칠
내로 내려보낼 것을 지시하였다.31) 그리고 울산부의 일이 번잡하므로 부임을 빠르게
하기 위해 말
［馬］
을 지급하였다.32)
3) 정부의 대책
울산부 안핵사 홍철주는 의정부에 장계를 보내 죄인 김양서를 법대로 처단하여 대
중을 경각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의정부는 6월 7일의 보고에서 죄인 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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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승정원일기』고종 12년 5월 1일.
28)『승정원일기』고종 12년 4월 29일. 경상감사 홍훈의 장계.
29)『승정원일기』고종 12년 5월 1일.
30)『승정원일기』고종 12년 4월 24일.
31)『승정원일기』고종 12년 5월 18일.
32)『승정원일기』고종 12년 5월 23일.

서에게 민란을 야기시킨 죄를 묻고, 울산 농민들에게 사과한다는 뜻을 표하는 취지에
서 좌병영으로 하여금 군민을 대대적으로 모아 놓은 자리에서 효수 할 것을 요청하여
국왕의 윤허를 얻었다.33) 부사 정기대는 전라도 고산현(高山縣)으로 정배하였다.34)
울산민란에 참가했던 주민에 대해서도 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을 두어 처벌하였다.
먼저 주동자로 인정된 박남표, 김연암, 이층감 등은 1875년 7월 17일 신시(申時)에
경상좌병영의 서문 밖 장대(將臺)에서 군민을 크게 모아 놓고 효수하였다.35) 그리고
8월 7일경에는 이규연, 송사종, 박시욱, 최을용, 양희주를 전라도 흥양현의 섬으로
유배 보냈다.36) 홍치은과 안만종은 전라도 나주목 지도(智島)로, 김응기와 김낙준은
전라도 강진현 신지도(薪智島)로 유배되었다.37) 조팔용, 김성원, 이승은, 이의중, 김
언양, 김경호, 이도후, 이광찬, 이산성, 최흥수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강원도 등
지로 유배되었다.38) 그리고 유환기 등 27명은 한차례 엄한 형벌을 받은 후에 징려
(懲勵) 방송(放送)되었고 박일근 등 9명은 효유(曉諭) 방송되었다.39)
정부는 울산부의 아전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였다. 김양서의 조처가 백성들
의 괴로움에 관계되는데도 전혀 규찰하지 않은 수향 박광복, 결렴하는 초기에 민정
을 탐지하지 못하고 민란이 일어났을 때도 자기 살길만 찾기에 급급했던 호장 김진
운, 포흠을 추쇄하는 방도를 도모하지 않은데다 급한 상황이 닥쳤는데도 방위에 힘
33)『승정원일기』고종 12년 6월 7일.
34)『승정원일기』고종 12년 6월 12일.
35) 홍철주, 앞의 책 권 4, 울산안핵사등록, 을해 7월 27일 도부(到付).
36) 홍철주, 앞의 책, 을해 8월 7일 도부. 이규연은 전라도 흥양현 사도(蛇島)로, 송사종과 박시욱은 여도(呂島)
로, 최을용과 양희주는 녹도(鹿島)로 각각 보내졌다.
37) 홍철주, 앞의 책, 을해 8월 7일 도부.
38) 홍철주, 앞의 책, 을해 8월 7일 도부. 이들이 모두 민란에 참가한 사람들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안핵사등록에 아전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사람 중에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단 이들 모두가 민란
에 참가하여 형벌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된다. 함경도에 유배된 사람은 조팔용, 김성원, 이승은으로 이들은
각각 삼수부, 갑산부, 이원현에 유배되었다. 평안도에 유배된 사람은 김경호, 이도후, 최흥수로 이들은 각
각 상원군, 맹산현, 영원군에 유배되었다. 황해도에 유배된 사람은 이광찬, 이산성으로 이들은 각각 풍천군
과 장연군에 유배되었다. 강원도에 유배된 사람은 이의중과 김언양으로 이들은 각각 통천군과 흡곡현에
유배되었다. 이의중(李義中)의 형은 당시 울산 유생 이인중(李仁中)인데, 그는 이 민란에 연루되어 유배된
동생의 무사귀환을 기원하였다. 동생이 울산으로 돌아와 사망하자 매우 애통해 하며 조카를 친자식처럼
양육했다고 한다(이인중,『艮宇集』권 4, 墓碣銘). 이로 미루어 보아 1875년 민란에는 울산지방의 유생들
도 적극 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39) 홍철주, 앞의 책, 을해 8월 7일 도부. 이들 가운데 아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안핵사등록에서 확인
되지 않아 일단 이들 모두를 민란에 참가한 사람으로 파악하였다. 징려 방송된 사람은 유환기, 이욱이, 김
학수, 성주개, 이규현, 지경술, 박동권 , 안봉로, 정익주, 조관식, 김성옥, 지여강, 신연옥, 김성표의 노(奴)
성득, 안두행, 한석규, 조성희, 추두성, 황재익, 배문준, 장취찬, 윤영신, 김재환, 전대곤, 박기수, 안경호등
27명이고, 효유 방송된 사람은 박일근, 김여인, 김재곤, 박영찬, 김영호, 김희로, 강진완, 이무상, 한차언
등 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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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이방 박인순, 그리고 겁을 먹고 방어를 하지 않은 수교 박만위 등이 모두
종신 유배 형벌에 처해졌다.40)
경상좌병사 정지용에 대해서는 5월 1일 민란이 일어난 지 15일이 지났는데도 체포
실적이 전무한데다, 초기에 민란에 대응할 때도 적극적으로 진압에 나서지 않았다고
하여 견책하여 파직시킨다고 하였다.41) 그러나 6월 10일 경상감사의 장계에는“좌병
사 정지용은 부임한 이후로 군민을 사랑으로 돌보아 뛰어난 치적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사람들이 그가 떠나게 된 것을 아쉬워합니다”
라고 하면
서 연임시킬 것을 요청하였다. 도제조 이최응 또한 정지용이 일찍부터 훌륭한 치적
을 이루었고 민란을 겪은 상황에서 일을 제대로 처리하였음을 내세워 유임시킬 것을
요청하여 고종의 재가를 받았다.42) 이로서 경상좌병사는 울산민란과 관련하여 처벌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김양서가 유용한 1만 5,800냥 중에서 7,600냥은 조사하여 찾아 내었다. 나머지
8,200냥은 순영에서 다른 고을에 구획하여 이무(移貿)하는 것인데, 아직 출급하지
못하였다. 환작전을 운영하여 1년에 발생하는 이자 1,600냥을 5년간 모아 충당하기
로 하였다.
한편, 아전의 숫자를 줄이고 읍의 폐단을 바로잡게 하였다.43) 아전의 직임(임과 :
任 )이 매우 증가하여 주민에 대한 수탈이 많았으므로 정부는 예방을 비롯한 향리
와 하납색(下納色)을 비롯한 색장(色掌) 중에서 15명을 감액하였다. 그리고 거의 대
부분의 향리와 색장의 필채(筆債)44)도 아예 없애거나 감액하여 그전에 6,560냥이던
필채액수에서 4,850냥을 삼각하여 1,710냥으로 줄였다.45)
그 지역의 농민들의 봉기이 가담하지 않은 내상면, 상부면, 동면 등의 두민(頭民)
설희조(薛熙祚), 노창언(盧昌彦), 황제종(黃濟鍾) 등에대해서는 오위장(五衛將)의 직
첩을 내리는 시상(施賞)을 하였다.46)
19세기 후반 울산에서는 두 차례의 민란이 발생하였다. 1862년의 민란과 187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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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승정원일기』
. 이들의 유배지는 고경화가 전라도 흥양현 사도였고, 배경두, 이복백이 전라도 강진현 가리
도, 박인순과 박만위가 강진현 고금도, 김진연과 박광복은 전라도 진도군 금갑도였다(홍철주, 앞의 책 권
4, 울산안핵사등록, 을해 8월 7일 도부 참조).
41)『승정원일기』고종 12년 5월 1일.
42)『승정원일기』고종 12년 6월 10일.
43)『승정원일기』고종 12년 7월 5일.
44) 향리의 부정 방지를 명목으로 설정한 일종의 예탁금.
45) 홍철주,『송사유고』권 4, 울산안핵사등록, 이폐교구절목(吏弊矯 節目) 참조.
46)『승정원일기』고종 12년 10월 5일.

의 민란이 그것이다. 1862년의 민란은 경상좌병영의 환곡이 원인이 되어 일어났지
만 당시 경상좌병사였던 정주응의 무력 진압으로 말미암아 병영 진입에는 실패하고
끝났다. 그후 전국적인 민란 발생에 대응하여 파견된 암행어사에 의해 이 사건이 공
론화되고 조사되면서 울산 주민에게 부과되었던 좌병영의 환곡은 철회되고, 좌병사
정주응도 처벌되었다.
1875년의 민란은 당시 지방의 큰 문제였던 아전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되어 발
생하였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부정부패를 자행한 아전이 끼친 손해를 결전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전가하여 해결하려는 수령의 사건 처리방식이었다. 아무튼 민란을 일
으킨 주민들은 아전들을 구타하거나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아전들의 탐학 행
위에 대해 반대했을 뿐 아니라, 고을 수령을 고을 경계 밖으로 추방하는 등 당시로서
는 가장 강렬한 항의 표시를 하였다.
이 민란에 놀란 정부는 즉각적으로 안핵사를 파견하여 사건을 조사하게 하여 주민
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을 없애고, 민란의 원인을 제공했던 아전과 수령도 처벌하였
다. 특히 민란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전(前) 호방 김양서는 군문 효수하여 주민들을
달래었다. 그러나 민란을 일으킨 주동자와 적극 가담자도 처벌을 면할 수 없었다. 주
동자 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는 유배되었다.
1862년 울산민란과 1875년 울산민란은 모두 19세기 조선 사회가 직면하고 있던
모순이 울산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분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항쟁을 통하여 울
산 주민들은 당시 그들을 짓누르고 있던 봉건정부 및 그 대리자들의 횡포에 저항했
고, 이는 동요하고 있던 중세 사회의 해체를 가속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양상현,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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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대한제국기 울산 농민의 항조운동

갑오개혁, 을미개혁을 거쳐 대한제국이 성립되면서 울산에도 제도적, 경제적인 변
화가 있게 되었다. 을미개혁 때 울산은 도호부에서 군으로 읍격이 떨어졌고, 군사제
도가 변경되면서 경상좌병영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에
들어와서도 계승되고 있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황실재정이 정비되고, 궁내부와 내장원(內藏院)1)을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전국의 둔토(屯土), 목장토(牧場土), 역토
(驛土)에 대한 관리권이 내장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어 내장원은 이들 토지에 대
한 지주 경영을 강화하였고, 자연히 해당 지역의 주민과 마찰이 잦아졌다. 이러한 현
상은 울산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울산에서는 보환답과 보환신사답에서의 8
개 면 주민의 청원운동, 하부면 보환둔에서의 청원운동, 울산 목장토 민전에서의 청
원운동, 웅하면 간곡역민의 청원운동 등이 발생하고 있었다.

1. 대한제국의 성립과 울산
고종은 1897년 2월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
운궁으로 환궁하였다. 아관파천 중에도 서
울의 도시개량사업, 호구조사, 지방관제의
개정 등을 추진하였던 고종은 1897년 연호
를 광무(光武)로 정하고, 국호를‘대한제국’
으로 바꾸었다. 부국강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단행하였다. 대한제국은 국가의
자주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물
『주본·의주』중 23부 시행을 결정한 지방관제 개정안

질적 기반인 국방력, 재정력, 그리고 상공업
육성에 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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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장원은 1899년 8월 궁내부 내장사에서 명칭이 바뀐 것으로 내장사는 원래 왕실의 보물, 토지, 재산 등을
관리하던 기관이었다. 내장원은 그 산하에 장원과(莊園課), 종목과(種牧課), 수륜과(水輪課), 삼정과(蔘政課)
등을 설치하여 그 기능을 크게 확대하면서 궁내부와 함께 대한제국기 개혁사업의 주요 담당기구가 되었다.
내장원은 1905년 경리원으로 다시 그 명칭이 바뀌면서 기능도 축소되었다.

래에 군을 설치하였던 지방행정구역을 1896년 8월에 다시 13도로 환원하였다. 이에
따라 1895년 울산군으로 변경되어 동래부에 속하였던2) 울산은 군으로의 읍격은 유
지한 채 경상남도에 속하게 되었다.3)
고종 황제는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1899년 7월 원수부(元帥府)를 설치하였다. 또
중앙군과 지방군에 각각 시위대와 진위대를 새로이 편성하고 이를 대폭 증강시켰다.
이에 따라 울산의 군사 제도도 변경되었다. 1895년 7월 삼도통제영이 폐지되면서
각 도의 병영과 수영도 폐지되어 거의 470여 년을 지탱해 온 울산좌병영이 폐지되
었다. 그 후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중앙군과 지방군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1900년 7월 대구에 연대본부를 둔 진위 제3연대의 휘하에 울산에 진위 3대대가 두
어졌다. 대대의 병력은 병졸 900명, 장교와 하사 108명으로 모두 1,008명이었다.
그나마 울산에 있었던 진위 제3연대 제3대대도 1902년 1월 9일 경주로 옮겨가고,
울산에는 위관(尉官)이 이끄는 100명의 군대만 남게 되었다.4)
한편, 대한제국은 1899년 전국의 모든 둔토와 목장토에 대한 관리를 궁내부 내장
원에 귀속시켰고, 이듬해인 1900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역토를 다시 자기 관할하
에 귀속시켰다. 이로써 역둔토(驛屯土)는 황실 재정을 관리하고 있던 내장원의 주요
한 경제 기반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황제가 주도하는 근대화의 물적 기반이 되었다.
이처럼 둔토, 목장토, 역토를 모두 자기 관하로 이속시킨 내장원은 이들 토지에 대하
여 전국 각도에 사검위원을 파견하여, 토지를 조사하고 도조(賭租)를 책정하는‘광
무사검(光武査檢)’
을 실시하고 역·둔토 경영을 강화해 나아갔다. 그리고 내장원은
이들 토지에 대한 도조 수납과 상납을 위하여 각도에 독쇄관(督刷官), 봉세관(捧稅
官)들을 파견하였다.5)
이처럼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지방제도, 군사제도가 변경되면서 변화의 바람을 맞
고 있던 울산 농민은 내장원의 역토, 둔토, 목장토 등에 대한 경영이 강화되고, 새로
도조(賭租)가 부과되고, 도조의 양이 증가되는 과정에서 청원 등의 방법으로 줄기차
게 저항하여 내장원의 지주 경영 강화에 맞서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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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본·의주』
(1994, 규장각자료총서), 494쪽.
3)『의주 5』
(1995, 규장각자료총서), 495쪽 참조.
4) 1907년 8월 17일 일제에 의한 군대 해산으로 한국군 부대는 울산을 완전히 떠나게 되었다.
5) 박찬승, 1983,「한말 역토·둔토에서의 지주경영의 강화와 항조」
,『한국사론』9.

2. 보환답에서의 8개 면 주민의 저항
조선 후기 울산부에는 모두 13개의 면이 있었다. 이 가운데 8개 면은 경상좌병영
이 관리하는 환곡의 분급 대상 지역이었다. 이 환곡 운영과 관련하여 8개 지역의 민
인들은 토지를 조성하여 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기금으로 하여 환곡 문제에 대
비하였다. 그 토지의 이름이‘보환답(補還畓)’
이다. 그런데 경상좌병영이 폐지된 이
후에 이 토지에 대하여 정부기관과 부대, 그리고 경남관찰사가 파견한 파원 등이 침
해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이 토지를 선희궁(宣禧宮)6) 에 부
속시키고, 매년 200냥씩 상납하기로 결정하였다.7) 이는 선희궁을 관장하고 있던 궁
내부의 위세로 보아 그 동안 침해를 일삼던 기관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울산군의 박정환(朴禎煥)과 이규천(李奎天)은 보환답 뿐만 아니라 속부답(屬
付畓)을 선희궁에 부속시키고, 이 두 가지 명목의 토지에 대해 매년 200냥씩 선희궁
에 상납하게 하였다. 그 후 이들은 속부답 130두락 전체를 남해군수 이근영에게 몰
래 판매하였다. 그런데 이 토지가 내장원에 이속된 후에 1901년 내장원이 이들 토지
에 대해 조사를 하고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죄상이 탄로 나게 되
었다. 내장원은 속부답에 대해서도 도세 330두(엽평 693냥)를 징수하여 말썽을 일
으켰다. 이에 주민들은 1902년 10월 내장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주민에게 강제로
부과해 거둔 세금을 돌려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내장원은 10월 31일에 경남봉
세관에게 지시하여 속부답을 도매(盜賣)한 두 사람을 체포하여 투옥하고, 사실을 조
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8)
속부답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은 1902년 10월에 내장원에 청원서를 제출한 이후
또 같은 달에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내장원은 1902년 11월 3일 보환답과
속부답의 명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속부답의 세금을 보환답의 작인(作人)에게서 거
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이미 거둔 세금을 환급하고 속부답을 도매한 두 사람을
체포 할 것과, 이들이 판매한 속부답을 환수하여 내장원 공토(公土)를 완전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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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희궁은 영조의 후궁이자 사도세자(장조)의 친모인 영빈(暎嬪) 이씨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궁이
다. 영빈에게는 영조 38년에 의렬(義烈)이라는 시호를 내렸고, 의렬로 묘호를 삼았다. 정조 12년에 묘호를
바꾸어 선희(宣禧)라고 하였다. 고종 7년에 육상궁 안으로 신주를 옮겨 모셨다. 1900년 옛터에 중건하여 옮
긴 뒤 시호를 보태어 소유(昭裕)라고 하였다(
『증보문헌비고』권 61, 예고 8, 중묘 참조).
7)『각사등록』권 16, 1901년 12월 경상남도 울산군 8면 민인 등 소장(疏章), 170쪽.
8)『각사등록』권 16, 1902년 10월 경상남도 울산군내 8면 민인 이관중 등 청원서, 205～206쪽. 청원서를
제출한 주민 대표는 이관중, 이경조, 이병묵, 배경철, 김상국, 안경태, 김기호, 서장채등이었다.

을 지시하였다.9)
그러나 경남관찰부는 내장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주민으로부터 거둔 세금
도 환급하지 않았다. 이에 1903년 5월 8개 민인들이 다시 청원서를 제출하기에 이
르렀다. 그러자 내장원은 1903년 5월 11일 경남관찰부에 지시를 내려 속부답을 도
매한 두 사람을 속히 체포하여 투옥하고, 이들이 판 속부답을 환수하며 작인으로부
터 거둔 세금도 처리하라고 하였다.10) 이후 속부답 문제가 다시 거론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이 문제는 위의 방침대로 원만히 처리되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환답이 새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내장원이 전국의 둔토를 이
속(移屬)하는 과정에서 울산군의 보환답이 울산군 소재의 각 둔토와 함께 뒤섞이어
내장원 소관으로 이속되게 되었고, 울산군은 이 토지에 대하여 국유지인지 사유지인
지를 구분하지 않고 세금을 거두어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11)
이에 1901년 12월 울산군 8개 면의 주민 대표 안경태(安景泰) 등은 내장원에 청원
서를 제출하여, 선희궁에 납부하던 대로 200냥을 납부하니 영수증을 내려주고, 매
년 이 방식대로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12) 그러나 내장원은 1902년 3월 8일 이
보환답이 공토(公土)이고, 이미 내장원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도세를 조사하여
정한대로 납부하고, 지체하지 말라고 하였다.13).
그런데 1903년에 경남관찰부가 보환둔답의 옛날 장부를 거두어 조사하면서 수십
년 전에 이미 모래에 덮혀 황무지가 된 논 211두 5승지를 승총(陞總)하여 내장원에
보고하고, 매년 세조(稅租) 30여 석을 거두어 문제가 되었다. 이에 주민들은 1904년
4월 내장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신사답(新査畓)에 매긴 조세 200여 두를 거두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내장원은 1904년 4월 14일 경남관찰부에 지시하여 내
장원이 거두는 세금 이외에 추가로 배정하여 거두는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니 그 사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14)
이처럼 보환답은 물론이고 보환신사답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와중에서 1905년 4
월 울산군 내 8면 주민대표 안경태와 김기호(金璣浩) 등은 내장원과 울산군수에 청
9)『각사등록』권 16, 경상남도 울산군 8면 민인 등 청원서, 208～209쪽. 이때의 주민 대표는 이관중, 이병
묵, 안경태, 이경조, 김상국, 배경철, 김기호, 서장채, 이각화등이었다.
10)『각사등록』권 16, 1903년 5월 경상남도 울산군 8면 민인 등 청원서, 227～228쪽. 이때의 주민 대표는
이관중, 이병묵, 안경태, 이경조, 김상국, 배경철, 김기호, 서장채, 이각화등이었다.
11)『각사등록』권 16, 1901년 12월 경상남도 울산군 8면 민인 등 소장, 170쪽.
12)『각사등록』권 16, 170쪽, 1901년 12월 울산군 8면 민인등 소장. 이때 소장을 올린 대표들은 안경태, 홍순
혁, 김성우, 윤진호, 이규천, 박시목, 김기환, 정기용, 이은중, 이장한, 신봉순등이었다.
13)『각사등록』권 16, 170쪽 ; 1901년 12월 경상남도 울산군 8면 민인 등 소장에 첨부된 내장원의 지시.
14)『각사등록』권 16, 258～259쪽 ; 1904년 4월 경상남도 울산 내 8면민 박영기와 김정하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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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를 제출하였다.“보환답이 개인 소유의 논인데도 불구하고 국유지로 간주되어
내장원에 부속된 것과 내장원이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경남관찰부에 지시까지 한 보환
신사답에 대해 봉세관이 여전히 도조를 거두고 있다”
면서 보환답을 주민에게 환급해
줄 것과 보환신사답 도조를 없앨 것을 요청하였다.15) 이 청원에 대해 내장원은 1905
년 4월 24일 지령에서 원래 정하여 놓은 숫자대로 도조를 거두지 않아 민원이 발생했
음을 지시하고, 그 땅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한 후 조처할 것을 지시하였다.16)
한편, 이 청원에 대해 울산군수는 1905년 4월 27일 경리원에 보고서를 올려 보환
답과 보환신사답에 부과하여 거두는 도조를 없앨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1905년 5
월 10일 경리원은 이 땅이 민의 사계답(私契畓)으로 병영에 속하였으나 병영이 폐지
된 후에 선희궁에 속하였다가 다시 내장원에 속하였으니 공공 기관의 토지로서의 내
력이 있고, 처음에 민이 소유하는 개인 토지가 아니므로 지금 변통할 수 없다고 하였
다. 다만 내장원은 민원을 고려하여 보환신사조를 군에서 봉세관에 공문을 보내어
사실대로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17)
그러나 보환답은 물론이고, 보환신사답 문제는 그 이후에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으로 처리되지 못하였다. 이에 울산군 8개 면 주민들은 다시 1907년에 울산군수에
게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울산군수는 1907년 6월 경리원에 보고서를 올려 보환 신
사답에 부과한 도세만이라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경리원은 1907년 9월30일
‘조사하여 조처할 것’
이라고 울산군수에게 지시하였다.18)

3. 하부면 보환둔에서의 저항
울산군 하부면 내동리(內洞里)에 있는 토지 중에서‘하자(河字)’결(結) 토지 5결
은 주민들의 사유지로서 본래 공유지가 아니었다. 이 토지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
금을 국가가 판서 김병주(金炳洲：1824년～1888년)에게 사패(賜牌)하였다. 김판서
댁에서는 이 토지에 대하여 보리 196두를 세금으로 거두었다
［모세(牟稅)］
. 그후에
김판서댁에서 이 세금을 경상좌병영으로 이속하여 경상좌병영에서는 앞서와 같이
역
사

618

15) 내장원에 올린 청원서는『각사등록』권 16, 343쪽, 1905년 4월 경상남도 울산군 내 8면 거민 안경태, 김
기호 청원서 참조. 주민 대표는 안경태, 김기호, 이경조, 박훈하, 김권기, 이봉화, 이만묵, 윤영목등이었다.
울산군수에게 올린 청원서는 같은 책, 권 15, 332쪽, 1905년 4월 27일 경상남도 울산군수의 보고서 참조.
16)『각사등록』권 16, 343쪽. 1905년 4월, 경상남도 울산군 내 8면 거민 안경태, 김기호 청원서에 첨부된 내
장원 지령 참조.
17)『각사등록』권 15, 1905년 4월 27일 경상남도 울산군수의 보고서, 332쪽.
18)『각사등록』권 15, 1907년 6월 울산군수의 보고서, 536쪽. 이 보고서에서 울산군수는 보환 신사답에 부과
된 도세가 604두 5도라고 하였다.

모세 196두만을 거두었을 뿐 그 밖의 다른 세금은 거두지 않았다.
그런데 1895년에 경상좌병영이 폐지되고, 이‘하자’결 토지 5결에 대한 세금 관
할청이 울산군으로 이속되어 울산군의 결세 장부에 기록되게 되었다. 이때부터 울산
군은 이 토지로부터 결세를 거두었고, 모세는 자연히 사라지게 되었다.19) 1897년에
울산군이 이 땅에서 모세를 여전히 징수하려고 하여 동네 주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
여 울산군이 징수하지 않았다. 그런데 1901년에 내장원 둔토파원(屯土派員)들이 이
땅을 둔토라고 부르면서 앞서 김판서댁과 경상좌병영에서 거두던 모세 196두를‘하
자’결 토지 5결에 대한 도조라고 하면서 거두었다.20) 이 토지의 주민들은 결세도
내고 도조도 내는 셈이 된 것이다.
이에 하부면 내동리 주민들은 김득항과 강인준을 대표로 내세워 먼저 1902년 6월
울산군수에게 청원서를 제출하고, 이어 1902년 7월에 내장원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총하여 결세를 거두는 토지에 대하여 또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한 땅에 대하
여 두 번 세금을 거두는 첩세(疊稅)이니 결세 이외의 세금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였
다.21) 그러나 1902년 7월 13일 내장원은 청원서를 올린 주민에게 울산군수의 보고
서를 통하여 사정을 알고 있으니 물러갈 것을 지시하였고, 울산군수에게 지시하면서
공유지와 사유지를 물론하고 결세와 도세가 있음은 바꿀 수 없는 규칙이니 도세를
사정한 숫자대로 납부하여 늦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22)
그 후 1906년 3월 17일 울산군수는 주민들의 청원이 잇닿고 있는 보환둔전의 도
조 290두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도조를 영원히 없애 줄 것을 경리원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리원은 1906년 3월 22일의 지령에서 이 땅이 공유지임이 적확한 데도 사
유지라고 함은 부당하니 주민에게 알려 도조를 납부하게 하라고 하여 울산 내동리
주민과 울산군수의 요청을 거부하였다.23) 그러나 주민들은 1906년 7월에 다시 울산
군수에게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군수는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 보환둔전이 수백년 동
안 내려오던 사유지인데도 공유지라고 하여 도조를 거두어 민원의 대상이 되니 도조
를 없애 줄 것을 경리원에 요청하였다.

19)『각사등록』권 15, 1906년 11월 경상남도 울산군수 보고서, 475쪽.
20)『각사등록』권 15, 1902년 6월 27일 경상남도 울산군수의 보고서, 121～122쪽.
21)『각사등록』권 15, 1902년 6월 27일 울산군수의 보고서, 121～122쪽 ; 같은 책, 권 16, 1902년 7월 경상
남도 울산군 하부면 내동리 거민 김득항과 강인준 청원서, 196쪽. 당시 김득항과 강인준의 나이는 각각
55세와 54세였다.
22)『각사등록』권 16, 1902년 7월 경상남도 울산군 하부면 내동리 거민 김득항과 강인준 청원서, 196쪽 ; 같
은 책, 권 15, 1902년 6월 27일 울산군수의 보고서, 121～122쪽.
23)『각사등록』권 15, 1906년 3월 17일 경상남도 울산군수의 보고서,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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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리원은 1906년 8월 28일의 지시에서 보환둔전이 공유지임이 적확하다
고 하면서 이 땅에 대하여 첩세를 거둔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24) 이
에 굴하지 않고 주민들은 다시 같은 해 11월에 울산군수에게 청원서를 올려 원래 사
유지임에도 공유지로 경리원에 이속되어 억울하게 납부하고 있는 하부면 내동리의
‘하자’결 토지 5결에 대한 도조를 없애줄 것을 요청하였고, 군수는 주민의 민원을
경리원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경리원은 1906년 11월 19일 울산군수에게 다음과 같
이 지시하면서 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5)
어떤 둔토를 물론하고 갑오년(1894년) 이전에는 탁지부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단지 소관 아문에게만 세금을 납부하다가 갑오경장 이후에 모두 승총하여 결세는 탁
지부에 납부하고, 도조는 내장원에 납부하는 것은 둔토 작인이 담당하는 일인데도
어찌 이처럼 보고하는가? 해당 작인에게 엄중하게 알려 도조를 원래 정한 숫자대로
납부하여 말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4. 울산 목장에서의 저항
울산의 목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토지가 있었다. 민전(民田), 협기전(俠起田), 목위
전(牧位田) 등이 그것이다. 이 중에서 민전은 마성(馬城)의 밖에 있었고, 원장부(元帳
簿)의 결수 91결 68부 2속을 탁지부가 승총하여 매결에 30냥씩 세금을 거두었을 뿐
도세(賭稅)는 없었다.26) 협기전과 목위전은 모두 마성의 안에 있고, 원래 결세가 없
고, 도세만을 납부하였다. 협기전의 경우에는 밭 2,533두 7승락에 대하여 두락당 3
전, 논 897두 2승락에 대하여 두락당 7전씩을 도세로 납부하였고, 목위전의 경우에
는 논 1075두 8승락에 대하여 두락당 7전씩을 도세로 납부하였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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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각사등록』권 15, 1906년 7월 24일 경상남도 울산군수의 보고서, 443～444쪽.
25)『각사등록』권 15, 1906년 11월 경상남도 울산군수의 보고서, 475쪽.
26) 이러한 형태의 토지는 원결획급지(元結劃給地)였다. 원결(元結) 획급은 예컨대 새로 군진(軍鎭)을 설치할
경우 그 진에 부속시켜야 할 둔토를 해당 읍의 원장부에 올라 있는 원결로써 획급하고, 이를 민결로서 확
인함으로써 그 수세액이 민결과 같이 1결당 미(米) 23두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을 가리킨다. 이
들 토지는 민전으로 개인끼리 매매가 계속되었다. 이 토지는 1894년 갑오승총과 함께 마땅히 목장 둔토로
서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유지로서 확인되어야 했다. 그러나 많은 원결획급지가 1899년 광무사검(光武査
檢)에서 다시 공토로 책정되어 탁지부에 내는 결세 이외에 따로 결세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액수의 도세
를 내장원에 납부하도록 강요받았다. 이에 주민들은 이를‘한 토지에 두 종류의 세금을 낸다’
고 하면서 저
항하였다.
27)『각사등록』권 16, 1899년 12월 경상남도 울산목장 민인 등소, 86～87쪽.

그런데 1899년 목장토의 관리권이 내장원으로 이속되고, 내장원이 사검위원을 파
견하였다. 이 사검위원 권유해(權遊海)가 목장내 민전을‘목장 외둔(外屯)’
이라고 하
면서 결수에 따라 도세를 정하여 조사책자(調査冊子)에 기록하고는 그 아래에‘민원
이 있으니 본원이 다시 조사한 후에 집총(執摠)할 것’
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때 그 이
전에 결당 30두씩 거두던 결세 이외에 추가로 밭에는 매결에 20냥씩, 논에는 매결
에 35냥씩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협기전과 목위전은 토질이나 풍흉을 물론하고 상
중하로 구분하여 다음 표와 같이 부과하였다. 협기전에 대해서는 앞서 일괄적으로
두락 당 3전을 수납하였는데, 3등급하여 하등급의 협기전에 대해서만 그대로 3전을
수납하고, 중상등급은 수납액을 올렸다. 협기답에 대해서는 그 이전에 일괄적으로 7
전을 거두었다. 등급을 세분하고, 하등급에 대해서도 9전을 매겨 수납액을 올렸다.
목위답에 대해서는 등급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금납(金納)으로 7전씩을 거두었는데,
이번에는 3등급하고 현물납(現物納)으로 바꾸었다.28)
<표 1> 울산 목장토의 수세액
지목

등급
상
중
하

협기전
6전
4전5분
3전

협기답
1냥3전
1냥
9전

단위 : 두락

목위답
조6두
조5두
조4두

이에 1899년 12월 울산 목장 주민 대표 김덕선(金德善) 등은 내장원에 소장을 제
출하여 민전의 결세를 올린 부분을 없애 주고, 협기전과 목위전의 도세는 토질과 수
확량을 감안하여 액수를 정하고, 파원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내장원에 상납
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1900년 1월 4일 내장원은 주민들의 요청을 묵
살한 채 사검한 대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지시하였다.29)
내장원의 지시가 내린 직후에 목장 주민 대표 김덕선 등은 다시 내장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목위전의 경우 그 토질이 매우 나쁜데도 도세가 높게 책정되었고, 협기전
은 본래 화전(火田)인데도 좋은 땅으로 도세가 책정되었다고 하여 세금을 내려줄 것

28)『각사등록』권 16, 1899년 12월 경상남도 울산목장 민인 등소 86～87쪽 ; 1904년 4월 경상남도 울산 전
목장 성외 거민 청원서, 259쪽.
29)『각사등록』권 16, 1899년 12월 경상남도 울산목장 민인 등소, 86～87쪽. 주민 대표는 김덕선, 장순일,
장재백, 김윤회, 권도현, 이경서, 김성순, 김석률, 김경필, 김화서, 김백원, 이극립, 최경한, 김성화, 박후갑,
천극서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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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목장에 결세만을 납
부하던 민의 사유지에 추가로 세금을 책정
한 것에 대해서는‘이 토지가 목장 소유지가
아니라 주민 소유지로 목장에 결세만을 납
부하였으므로 목결이라고 불렀던 것이지 만
약 목장 소유지였다면 목토(牧土) 라고 불러
야 하지 않는가’
라고 따지면서 목장이 폐지
되고, 결세가 탁지부에 부속되었으니 내장
내장원에 올린 울산목장민의 소장

원이 이 땅에 대해서 도세를 거두는 것은 부
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내장원은

1900년 1월 6일의 지시에서‘앞서(1월 4일의 지시를 말함-필자)의 지시가 이미 있
으니 번거롭게 하지 말라’
고 하였다.30)
1900년 2월에 목장 주민들은 다시 내장원에 소장을 올렸다. 결국 내장원은 독쇄
관에게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독쇄관은 1900년 3월 24일
에 내장원에 보고서를 올려 양안(量案)을 조사하니 목장 민전 소유자의 성명이 분명
하고, 매매한 문건도 증거로 있으니 주민의 요청대로 도세를 없애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였다. 그 후 몇 년 동안 이 민전에 대한 도세 징수가 없었다. 그러나 1902년 11
월 내장원 봉세관(捧稅官) 김형달(金瀅達)의 고소에 따라 경남관찰부가 세금을 다시
거두기 시작하였다. 이에 목장 주민 대표 장재순 등은 1903년 1월 청원서를 올려 목
장 민전에 대한 도세 징수를 없애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내장원은 1903년 2월 13일 목장 민전이 목장의 공유지로서 사검하여 승총
한 것이라고 하면서 도세를 사정한 대로 납부하고, 만약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경
우 엄징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다.31) 그러나 목장 주민들은 목장내 민전이 만약 둔토
라고 하면 어찌 수확에 따라 도조를 매기지 않고, 결수에 따라 세금을 정하는가라고
하면서 이는 사검이 처음에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 주민들이 없는 일을
꾸민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에 내장원은 1903년 2월 15일 경남관찰부에 지시를
내려 공유지에 대해 이미 사검하였는데도 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번거롭게 소장을 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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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것은 의아한 일이라면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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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각사등록』권 16, 1900년 1월 경상남도 울산목장민 등소, 87～88쪽.
31)『각사등록』권 16, 1903년 1월 경상남도 울산 전목장거민 소장, 217쪽. 주민 대표는 장재순, 이한영, 이상
학, 정두성, 권도균 등이었다.
32)『각사등록』권 16, 1903년 1월 경상남도 울산 전목장 거민 장재순 등 소장, 218쪽.

그러나 같은 문제로 1903년 1월 10일 울산군수가 올린 보고에 대하여 같은 해 2월
20일 내장원이 번거롭게 보고하지 말고 그 동안에 미납된 도세를 납부하게 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아,33) 이때까지 내장원이 울산 목장의 민전에 대해서 도세를 징수
하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904년 4월 민전 주민들은 다시 민전에
대하여 결세 이외에 추가로 도세를 거두는 것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내장
원은 그 토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경남관찰부에 지시하였다.34)
그런데 1906년 8월 울산목장 주민들의 청원서에서‘우리들 소유 전답이 목장 성밖
5개 동에 흩어져 있는데, 수백 년 민유지로서 매매하던 것이더니 지난 1899년에 내
장원이 사검할 때에 이 전답을 외둔(外屯)이라고 잘못 불러 세금을 책정하여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러 해 동안 호소하여 1904년 봄부터 영원히 면
제받았고, 1899년 이후의 도세도 역시 면제를 받았었기로 5개 동 주민들이 크게 기
35)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몇 해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울산
뻐하며 안도하였다’

목장 성외의 민전에 대한 도세 징수는 주민들의 희망대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울산 목장 주민들은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목장의 마름 문제에 대해서도
1899년 12월과 1900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군의 읍리(邑吏)로 정하지 말고, 목
장 주민으로 정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으나 내장원은 주민의 요청을 거부하였다.36)
그후 1900년 8월 목장 주민 대표 이덕서 등은 내장원에 청원서를 다시 올려 목장 마
름 문제를 거론하였다. 목장이 읍내로부터 40리나 떨어져 있어 읍리로 정한 마름이
겨우 세금만을 거둘 수 있을 뿐 1899년 큰 비에 무너졌으나 미처 수축하지 않은 저
수지를 완전히 고치는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하면서 1900년 마름은 목장 주민
인 오재문으로 차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1900년 8월 12일 내장원은 주
민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세금 상납을 착실히 거행할 것을 지시하였다.37)

33)『각사등록』권 15, 1903년 1월 10일 경상남도 울산군수의 보고서, 147쪽.
34)『각사등록』권 16, 1904년 4월 경상남도 울산 전목장 성외 거민 장두일 등 청원서, 259～260쪽. 주민 대
표들은 장두일, 지문백, 김윤회, 정성숙, 김기수, 박성원등이었다.
35)『각사등록』권 16, 1906년 8월 울산 남옥면, 오동거, 김회일 등 청원서, 470쪽. 대표는 김회일, 이치백,
이학서, 정덕준 등이었다. 울산 목장의 민전이 외둔으로 취급되어 도세 징수의 대상이 되었다가 1904년에
혁파되어 민유지로 되돌아간 사실은 1906년 10월 울산인 서석규가 경리원에 올린 청원서(같은 책, 16,
1906년 10월 경상남도 울산거 서석규의 청원서, 497쪽)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36)『각사등록』권 16, 1899년 12월 경상남도 울산목장 민인 김덕선 등 등소, 87쪽 ; 1900년 1월 경상남도
울산목장 민인 김덕선 등 등소, 88쪽.
37)『각사등록』권 16, 1900년 8월 경상남도 울산목장 민인등 청원서, 97쪽. 청원을 올린 자는 이덕서, 송주
언, 오덕오, 정성숙, 박성원, 김흥만, 박창원, 박춘봉, 이성규, 박문건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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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웅하면 간곡역에서의 저항
울산군 간곡역(肝谷驛)을 설치할 때 역을 운영할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마위토(馬
位土)와 장주위토(長走位土)를 마련하였다. 마위토는 정부에서 답 713두 7승지와 전
292두 3승지를 구입하여 간곡역에 부속시키고, 부세를 면제하여 역민(驛民)으로 하
여금 경작하여 마역(馬役)에 부응하게 한 토지였다. 장주위토는 주졸(走卒)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역 부근의 민전 53두락의 결세와 민답 155두락 5승지의
결세를 역에 이속하여 역으로 하여금 그 결세를 거두어 경비에 충당하게 한 토지였
다. 이 토지는 그 땅의 주인이 매매하거나 경작할 수 있었다. 이런 까닭으로 마위토
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전답이고, 장주위토는 민간인이 소유하는 전답인 것이다.
이런 사실은 대전통편에도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1895년 역을 폐지하고, 역토를 조사할 때 조사원이 장주위토와 마위토를
구분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장주위토를 마위토에 포함하여 함께 승총하였다. 이 때
문에 1898년 겨울에 이 지역 주민들이 탁지부에 청원하였고, 탁지부에서는 울산군
의 토지대장을 조사하여, 기주(起主)의 성명을 살피고 또 주민들의 토지 매매문기를
조사하였다. 그후 1899년 1월 16일 탁지부는 주위토가 본래 민유지 중에서 획급하
여 면세한 것이고, 마위토와는 다르다면서 승총하여 결세만 거둘 것을 지시하였
다.38) 이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단지 결세만 납부하고, 도조는 내지 않았다.
그런데 1902년 봄에 내장원 봉세관 김형달39)의 차인이 토지의 진폐(陳廢) 여부를
불문하고 장주위전답 208두락 모두에 대하여 3년 동안 내지 않은 도조40)를 독촉하
여 거두려고 하였다. 이에 주민들이 응하지 않고 버티었다. 그러자 봉세관이 경남관
찰부에 도조 징수를 부탁하였고, 경남관찰부는 울산군에 지시를 내려 순검을 보내어
도조를 거두었다.41) 이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1902년과 1903년의 도조를 납부하
였다.42) 이 과정에서 전 간곡역 역민이었던 정영선(鄭永善)이 호소를 하려고 관련
문서를 지니고 관찰부에 갔다가 1899년 탁지부 훈령을 봉세관에게 빼앗겼다.43)
이에 주민들은 1903년 12월에 이 사실을 경상남도관찰사에게 소장을 올려 호소하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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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각사등록』권 16, 1904년 6월 울산군 거민 김두익 등의 소장, 270～271쪽.
39)『각사등록』권 16, 1905년 6월 울산군 웅천면 거민 김인률 등 6인의 청원서, 354～355쪽.
40)『각사등록』권 16, 1905년 6월 울산군 웅천면 거민 김인률등 6인의 청원서, 354～355쪽. 1년치 도조는
48석이었다.
41)『각사등록』권 16, 1904년 6월 경남 울산군 거민 김두익 등 소장, 270～271쪽.
42)『각사등록』권 15, 1905년 4월 9일 울산군수의 보고, 327～328쪽.
43)『각사등록』권 16, 1904년 6월 경남 울산군 거민 김두익 등 소장, 270～271쪽.

였다. 같은 해 12월 9일 관찰사는‘사유지를 공공기관의 소유지로 편입하는 것은 실
로 억울하니 조사하신 후 장주위전답 208두락을 특별히 없애 줄 것’
을 내장원에 요
청하였다. 이에 대해 내장원은 1904년 6월 22일‘백성들의 소장을 통해 내장원의
방침을 밝혔다’
라고 대답하였다.44) 역민 등이 경남관찰사의 보고서를 휴대하고 서
울에 올라갔지만 내장원의 대답이 지체된 것은 당시 러일전쟁으로 말미암아 서울이
소란스러워 시기를 기다렸기 때문이다. 이듬해인 1904년 6월에 김두익 등 7명이 내
장원에 다시 소장을 올렸다. 그러나 내장원은 6월 22일 주민들에게 마위토와 주위
토 모두 공유지이고, 사검하여 승총한 것은 변통할 길이 없다고 하면서 번거롭게 하
지 말고 물러갈 것을 지시하였다.45)
이에 주민들은 1905년 4월에 울산군수에게 소장을 올려 장주위토의 도조를 영원
히 없애 줄 것을 요청하였다. 같은 해 4월 9일 토지대장과 대전통편을 살펴본 울산
군수는 이른바 장주위토는 민의 전답으로 결세만 역에 속한 것이고, 본토는 처음부
터 역과는 무관하니 장주위 도조를 없애 줄 것을 경리원에 요청하였다.46) 울산군수
가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자 주민들은 6월에 직접 경리원에 소장을 제
출하여 장주위 도조를 없애 줄 것을 요청하였다.47) 이에 대해 경리원은 6월 6일 장
주위토가 본래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여부와 어떤 연유로 사검되어 승총되었는지
를 봉세관과 더불어 상세히 조사해서 보고하여 조처할 수 있게 하라고 울산군수에게
지시하고,48) 봉세관에게도 지시하였다.49) 이에 9월에 주민들은 다시 이 문제를 경
리원에 청원하면서, 봉세관이 새로 조사하여 찾아 낸 것은 주위토가 민전이라고 하
니 도조를 거두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리원은 9월 1일 수조관에게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50)
1906년 1월 울산군수는 웅하면 6개 동민의 소장에 의거하여 간곡역 도조 중 신사
조(新査條) 48석을 분명히 조사하여 없애 줄 것을 경리원에 보고하였고, 이에 3월 1
일 경리원은 마땅히 조사하여 조처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51) 동년 2월 웅하면 6개
동민 정병조 등은 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경리원에 제출하였고, 경리원은 3월 1일

44)『각사등록』권 15, 1903년 12월 9일 경상남도관찰사의 보고, 196쪽.
45)『각사등록』권 16, 1904년 6월 경상남도 울산군 거민 김두익 등 소장, 270～271쪽.
46)『각사등록』권 15, 1905년 4월 9일 울산군수의 보고, 327～328쪽.
47)『각사등록』권 16, 1905년 6월 울산군 웅천면 거민 김인률등 6인의 청원서, 354～355쪽.
48)『각사등록』권 16, 1905년 6월 울산군 웅천면 거민 김인률등 6인의 청원서, 354～355쪽.
49)『각사등록』권 16, 1905년 9월 울산군 웅천면 거민 정병조 등 5인 청원서, 364쪽.
50)『각사등록』권 16, 1905년 9월 울산군 웅천면 거민 정병조 등 5인 청원서, 364쪽
51)『각사등록』권 15, 1906년 1월 울산군수의 보고서, 4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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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후 사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
을 수조관에게 지시하였다.52) 이에 당
시 경상남도 수조관 이덕영은 소장과 관련 양안을 조사한 후 주위토는 과연 사유 전
답으로 결세만을 일찍이 역에 부속하고, 그 토지는 주인이 그대로 있고, 매매문권도
그대로 있으므로 해당 지역 주민의 청원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조를 징수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함부로 처리할 수 없으니 경리원의 처분을 기다려 거행하겠
다고 6월 15일에 경리원에 보고하였다.
여기에 대해 경리원은 6월 27일 지시에서‘만약 공유지로서 근거가 없었으면 처
음에 어찌 조사하여 파악했겠는가. 갑자기 도조를 징수하지 않을 수는 없다’
라고 하
였다.53) 이에 주민들은 다시 울산군수에게 청원서를 내어 신사조를 면제하여 수백명
주민의 소원을 들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8월 13일 군수는‘장주위토는 민이 소
유하는 전답으로 결세만은 역에서 거두고, 그 본래의 토지는 간곡역과 무관하다. 이
런 이유로 땅 소유주의 성명과 수백년 동안 내려온 매매문기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
으니 만약 개인의 토지가 아니면 어찌 매매할 수 있겠는가’
라고 강조하면서 봉세관
이 민의 토지를 새로 찾아낸 땅이라고 하며 48석의 도조를 억지로 거두어 민원이 계
속 발생해 왔으니 그 도조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경리원은 10월 7일 지시에서 마위주위토가 공유지로 이미 사검을 거쳐 도
조를 정하고 승총하여 도조를 거둔지 오래되었거늘 헛되어 보고를 일삼고 변통이 없
으니 엄히 감독하고, 경계하여 납부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다.54)
한편 이에 앞서 동년 10월에 울산민 송수천이 간곡역의 주위토 도조건으로 경리원
에 청원하였고, 이에 경리원은 10월 7일 청원인에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즉시 도조
를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55) 1907년 5월 웅하면의 정병조 등 6인은 다시 간곡역
장주위토의 도조를 영원히 없애줄 것을 경리원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경리원은 이
땅이 공유지로서 이미 도조를 정하여 거두었으니 지금은 변통할 수 없다라고 지시하
였다.56) 이로써 몇 해 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울산군 웅하면 간곡역의 장주위토
에 대한 도조 수납은 기정사실로 되고, 주민들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었다.
대한제국기 울산 농민의 항조운동은 내장원이 관리하고 있던 둔토, 목장토, 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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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문제의 토지는 경상좌병영 환곡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
52)『각사등록』권 16, 1906년 2월 울산군 웅하면 거민 정병조 등 4인 청원서, 409～410쪽.53)『각사등록』
권 15, 1906년 6월 15일 경상남도수조관 보고서, 433～434쪽.
54)『각사등록』권 15, 1906년 8월 13일 울산군수의 보고서, 453～454쪽.
55)『각사등록』권 16, 1906년 10월 울산거 송수천의 청원서, 491쪽.
56)『각사등록』권 16, 1907년 5월 경상남도 울산군 웅하방민 정병조 등 청원서, 573～574쪽.

민들이 조성하여 만들었다가 병영이 폐지된 후에 선희궁에 부속시킨 보환답(補還
畓), 김병주 판서에게 사패되었다가 김판서가 경상좌병영에 이속시킨 하부면 보환둔
토, 울산 목장에 부속되었던 민전, 그리고 울산군 간곡역의 장주위토 등이다.
그런데 모든 말썽은 이른바‘무토면세지(無土免稅地)’
가 원인이었다. 이 땅들은
원래 해당 지역 농민의 사유지였으나 사정이 있어 병영, 목장, 역 등의 관청의 관리
하에 들어가고, 대신 결세를 호조에 납부하지 않고, 그 관청에 납부하는 형식으로 운
영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토지는 1894～1895년 탁지부가 시행한 갑오승총 때 다
시 결세만을 탁지부에 납부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대한제국이 성립되고, 내장원이 이들 토지에 대한 관리권을 장악하면서 사
정이 달라졌다. 내장원이‘광무사검’
을 실시하면서 이들 토지가 민전에서 출발되었
다는 역사성은 인정하지 않고, 해당 관청의 역둔토 내지 목장토로서 기능해 왔던 점
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이들 토지의 사유지, 민전으로서의 입지는 무시되고
공유지로서의 의무만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토지의 주인은 내장원이 되었
고, 이 땅의 주인으로 알고 있던 주민들은 이 땅의 전호(佃戶 : 소작인)가 되었다. 내
장원은 이들 주민에게 새로이 도조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그 토지의 전호라면 당
연히 지주가 내는 결세는 내지 말아야 하는 데도 이들은 지주로서 결세도 내고 다시
도조도 납부할 것을 강요받았다.
이러한 내장원의 조치에 대해 해당 토지의 주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다. 19세기의
민란과 달리 당시 주민들은 합법적인 테두리를 넘지 않았다. 주민들이 판단하기로는
역사적으로 보나 법적으로 보아 자신들이 유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공연히 희생
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법적인 실력행사에 나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
다. 더욱이 울산군수나 경상남도 수조관들도 농민들의 주장이 옳다고 거들지 않는
가! 그러나 내장원과 내장원을 계승한 경리원은 양보하지 않았다. 다만 울산 목장에
부속되었던 민전에 대해서는 1906년 주민들의 희망대로 처리되었다.
이처럼 내장원 소관 역둔토와 목장토에 대한 울산농민의 저항은 비록 소장이나 청
원서를 올리는 합법적인 운동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지는 않았지만, 내장원의 일방적
인 지주 경영에 저항하는 항조운동의 성격을 띠고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상현,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조
선
후
기

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