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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사

울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역사와 사회․
문화․환경 등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연구 수행을 위해 출발한 울산
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가 개소한지 올해로 4년차가 되는 해입니다.
울산학연구센터는 울산학연구사업 진행과 관심 분야의 세미나 개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자료집 발간 등의 울산지역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사업을 진
행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울산학연구사업은 지정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눠
공모한 결과 연구논총 3편, 기획연구 2편, 교양서 1편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울산학연구 제4호는 한국(울산)과 일본 고래 요리의 식문화적/조리방법별
고찰 , 다문화가정의 실태분석에 따른 정책 연구:울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농지개혁 전 울주군 상북면의 토지소유와 소유권 변동 의 3편의 논문을
한 권의 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연구 울산시민의 정체성 연구-모래알 공동체에서 문화공동체로의 전환
은 울산시민의 설문조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정주의식과 애착을 실증적
으로 분석한 연구과제로 1990년대 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의
변화를 추론하여 그 동안 변화된 지역의 경제 및 거주 여건에 따른 주민들의
심리적 변화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기획연구 울산권역의 산과 그 문화유적은 울산지역에 소재하는 50여 개의
산에 담긴 역사와 감정을 시대사적으로 조명하고, 나아가 그 진산 권역의 문화
유적도 조사하여 울산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산의 의미와 그 문화사적 배경을
고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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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 교양서는
올해의 주제인 울산의 옛길이 선정되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고문헌에 언급된 울산의 옛길을 검토는 해보고, 그 길이 현재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변화된 환경 속에서 울산시민들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두 번째 발간되는 자료집 일제시기 울산인들의 삶-사건·
사고를 중심으로-는 울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울산의 특수한 성격을 올바
르게 인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발굴과 정리의 결과물입니다. 인문학적
토대 마련을 위한 이러한 자료 발굴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처럼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울산사람들의 발자취인 동향과 과제를
담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역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역연구자들뿐 아니라 시민 여러분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연구에 직접 참여해주신 연구자, 연구과제에 많은 조언을
해주신 토론자, 과제의 선정․심의․편찬에 참여해주신 위원 그리고 저희들의
연구사업을 위해 깊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 12
울산발전연구원장 서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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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山) 이야기
인터넷 다움(Daum)을 통해 셀파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그는 네팔인으
로 이름은 아파(49세)이다. 에베레스트 최고봉(最高峰)을 무려 18회나 등정
했다고 한다. 그 방면의 세계기록이다. 그러면서 19회째 등반을 준비하고 있
다는 것이다. 이번 등반은 산악인을 도와주는 역할이 아니라 환경 파괴(環境
破壞)의 무서움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계획되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네
팔의 셀파 40명의 동지를 규합하고 에코 등반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는 등정에 앞서 가진 회견에서 “이번 등반은 인정을 받거나 새로운 기록
을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의 환경이 열악해지는 것과 지구 온난화문제
(溫暖化問題)를 부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는 에베레
스트는 산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인 신이라고 말하며 눈이 녹아 바위가 드러
난 에베레스트는 상상하기도 싫다고 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에베레스트는 현재 지구 온난화로 인해 쿵부의 빙하
얼음이 끊임없이 녹아내리고 있다고 한다.
아파는 1990년부터 에베레스트에서 셀파 노릇을 해 왔는데, 매번 정상에
오를 때마다, 눈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는 에코 등반대와 함께 19회째 산을 오르며 등산가들이 버리고 간 쓰레
기 청소도 하려 한다고 했다. 과도한 경쟁과 상업성으로 인한 인간들의 오염
으로부터, 청정하고 신성하게 남아 있도록 산을 지킬 각오라는 것이다. 아마
지금쯤 그의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졌을지 모른다.

필자는 이 기사를 읽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직업이 산악 안내원인 사람
이 얼마나 지구의 온난화가 심각하다고 느꼈으면 이런 발상을 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環境保護)니 자연보호(自然保護)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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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지구 온난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현실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듯하다. 이것이 연구자가 울산 권역(蔚山圈域)의 산(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유다.

지난여름, 미국의 예로우스톤을 보고 자연보호의 현장을 실감나게 경험했
다. 1872년에 지정했다는 미국의 국립공원 1호라고 한다. 우선 넓이가 엄청
났다. 그랜드캐년의 3배가 넘고, 우리나라 경상북도의 넓이와 같다고 하니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거대한 공원이다. 해발 2400m의 고원이다. 승용차로
4일 간 돌았지만 다 보지 못할 만큼 볼거리가 많았다. 규모가 큰 것이 문제
가 아니었다. 자연 생태계의 보존이 놀라웠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화산으
로부터 용암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왔다. 이 흐르는 온천수는 수십 곳이 넘었
는데 호수로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다. 웬만한 나라 같으면 온천욕 호텔을 짓
고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쓸 터인데 말이다.
구경만 할 뿐 누구도 자연수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법과 규율이 서
있는 나라이고, 이를 준수할 만한 수준 높은 국민이라 느껴졌다. 엄청난 협
곡을 따라 흐르는 맑은 물의 장관이 천혜 그대로 보존되고 있었다.
산과 숲의 보존은 더 말할 것도 없었다. 자라는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
이다. 나무 한 포기 풀 한 포기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고
사목이 되든 불이 나서 타 버렸든 모두 자연 그대로 관리하고 있었다. 백두
산의 수해보다 열 배는 더 됨직한 크기의 숲이다. 그러니 그 속에 서식하는
동물이 오죽 많으랴. 사슴이나 토끼 같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리와 늑대
가 눈에 뜨이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개체가 있기에 관광객에게도 보일까.
야생그대로 보존한 덕분이다. 위험할 수도 있겠으나 모두들 스스로 조심하며
관광하는 분위기였다. 드넓은 초원에 자생한 소며 말이며 사슴의 모습이 참
으로 자유로워 보였다.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의 도로는 개설되어 있었으나
무자비한 개발이나 훼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우리 울산의 산하를 돌아보자. 70년대에 시작된 공단 사업으로 자연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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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많이 바뀌었다. 산도 깎이고 강도 메워지고 방향도 바뀌었다. 더러 오
염도 되고 바다까지도 혼탁해져 가고 있다. 50년대 말, 어림잡아 5만이라 칭
하던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로 진화했으니 그 산업화의 후유증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도시화를 위한 팽창의 정도도 짐작할 만하다.
이런 속에서도 울산은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또 석유 화학의 선두 주자로 달려 왔다. 더욱이 조선업은 세계 일 위
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울산의 자랑이다. 자연히 생태계가 파괴되고 환경
이 강물이 오염되어도 견디어 왔다. 아파트 밀집 단지가 들어서고, 지하수
부족 사태도 겪었다. 각종 폐기물에 시달리고 쓰레기 더미에 골치를 앓았다.
그러나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많은 부분이 발전했다. 민도도 높아졌다. 소
득도 국내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게 되었다.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
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쯤에서 울산도 이제 자신을 한번 돌아볼 여유를 가져야 할 때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울산의 산을 지목하게 되었다. 울산에는 많은 인물들이
배출되었고 또 배출되고 있다. 산과 인물의 연관성이 있음은 우리 전래의 관
점이다. 큰 인물이 난 지역에는 이름난 산이 있다. 이는 비단 울산만이 아니
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울산 지역의 인물 배출은 큰 산
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이 있었다.

이미 많은 선학들에 의해 산과 강과 하천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울산
문화원에서 발간했던 울산 문화, 향토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울주군지 편
찬 위원회가 펴낸 울산군지, 온산읍지가 그것이다. 울산지명사는 울산
연구의 결정판이다. 거기다가 강길부 의원의 향토와 지명, 울산 땅이름
이야기는 이 방면의 압권이다. 그 밖의 많은 업적이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료를 검토하여, 이들 모두를 거론해야 함에도 정해진 시간에 쫓겨 다
섭렵하지 못함을 밝혀 둔다.
그러나 연구자는 산의 인문학적 가치가 중요하고 또 자연 보존에 대한 가
치도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자연 보존의 가장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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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상이 산이라고 생각된다. 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시민 전체
가 자연에 대한, 특히 산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산은 민족 정서의 근원으로 하늘의 신과 지상의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다. 우리는 예로부터 천(天), 지(地), 인(人)을 삼재(三才)라 하여 동양 사상의
한 축을 삼고 있거니와 그 핵심에 산이 자리하고 있다. 산이 이처럼 중요함
은 물론 산에 있는 숲은 인간의 의지처로서의 애니미즘의 대상이 되고, 신성
성을 제공해 준다. 신화만 보더라도 단군 신화, 박혁거세 신화, 김알지 신화
등 모두가 나무와 숲이 관련되어 있다. 이 나무와 숲이 복잡한 도회를 밤낮
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산이 있어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새로움
을 회복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산이 없다고 가정해 보라, 나무가 없다고 생
각해 보라. 우리가 마시는 시원한 물을 어디서 얻을 것이며, 청량한 바람, 신
선한 산소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산이나 나무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하나는 지구 온난화의 방지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환경 정화 곧 이산화탄소
의 흡수와 같은 역할이다. 산의 이 두 가지 기능은 여러 번 강조해도 좋을
듯하다.
지구의 온난화란 무엇인가. 그로 인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보다 전문
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
환경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로 나타는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첫째, 인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산림을 훼손하며, 토지를 이용하고 자동
차를 사용하며, 다양한 산업 활동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이런 활동으로 발
생한 이산화탄소,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 오존 및 프레온가스 등으로 인하
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도 증가하였다. 따라서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이
과다하게 흡수되어 지구의 열균형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즉, “자연적 온실효
과”에 의한 적절한 온도보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지구가 지나치게 더워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 (global warming)”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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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의미에서 지구온난화란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적절한 양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온실효과를 뜻
한다.
둘째, 지구온난화의 약 60%는 이산화탄소에 의한 것이며, 이는 주로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것이다. 산림을 파괴할 때, 나무에 저장되어 있다가 대
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많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2000년 현재 368ppm으로, 31%가 증가된 상
태이다.
셋째, 지구온난화로 지난 20세기에 지구 평균기온은 0.6±0.2℃가 상승하
였고, 향후 2100년까지 평균기온은 1.4~5.8℃, 해수면은 9~88㎝가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기온상승 속도는 과거에 지구가 변해온 과정
과 비교해 볼 때, 과거의 기후변화보다 무려 100배나 빠른 속도이다.
넷째, 이로 인하여 극지방과 고산지대의 빙하와 적설지대가 감소하고, 결빙
기간 및 겨울철이 짧아졌다. 대신에, 식물의 생육기간은 늘어났고 집중 호우
와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자주 발생하였다.
다섯째, 우리나라도 1912년 이래로 지구온난화와 도시화 효과로 평균기온
이 1.5℃가 상승하였다. 특히,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의 최저기온이 크게 상승
하였고 강수의 횟수보다는 집중 호우 발생의 증가로 강수량이 증가했다.
여섯째,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건강, 산림과 해양생태계, 자연재해, 수자원,
농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최근의 빈번한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도
이러한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
이 내용을 살펴 볼 때, 지구 온난화란 과도한 공해물질의 배출과 산림의
훼손 등이 원인이 되어 적정 이상의 고온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이 결과
인간은 예상하지 못한 큰 재앙을 맞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해 물질 배출을 삼가고 배출된 물질을 산림을
통하여 흡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나무에 대한 연구다.
나무는 각종 공해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이를 과학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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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 자료가 있다. 이는 국립 산림 과학원의 자료인데 산과 나무를 이해하는
좋은 연구라 생각한다.
각종 나무를 그 종류별로 선정하고,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계산한 것
이다. 우리나라 대표 나무라 볼 수 있는 잣나무, 낙엽송, 강원지방소나무, 중
부지방소나무, 리기다소나무, 편백나무, 상수리나무, 신갈나무에 대하여 이
나무들이 일생동안 이루는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계산한 것이다.
나무가 1ha에 심겨져 70년까지 자랄 때의 부피를 토대로 몇 가지 전환인
자를 적용시켜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바꾼 결과이다. 이를 정리한 것
이 다음 표에 나와 있다. 결과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많은 나무로는 참나
무류인 신갈나무, 상수리나무이며, 소나무류 중에서는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이다.

나무 종류별 이산화탄소 흡수량

나무나이(년)
강원지방소나무
중부지방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리기다소나무
편백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20
1.3
1.6
2.4
3.1
2.2
2.1
3.1
4.2

30
1.5
2.3
2.6
3.0
2.4
2.0
3.3
3.7

40
1.5
2.3
2.7
2.8
2.6
1.9
3.2
3.3

50
1.6
2.1
2.6
2.6
2.6
1.9
3.0
3.0

(단위 : 탄소톤/ha)
60
70
1.5
1.5
1.8
1.6
1.8
1.6
2.4
2.3
2.6
2.6
1.9
1.9
2.7
2.5
2.7
2.5

자료 : 수종별 임분수확표, 2003, 국립산림과학원

이것은 대표적 수종을 통한 실험 결과일 뿐인데 산에 있는 모든 식물은 이
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대기를 맑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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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숲은 지구의 온난화를 막는 구실도 한다.
온실가스와 온실효과는 태양으로부터 지구로 유입되는 에너지는 대부분 가
시광선의 형태이며, 이중 약 30%는 우주로 나가고 70%는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지면까지 도달하게 된다. 지표면에 도달된 복사선도 적외선(infrared)
또는 열복사(thermal radiation)의 형태로 다시 우주로 내보낸다. 이때, 대기
중의 수증기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 가스는 이 열을 흡수하여 대기를 따
뜻하게 유지시킨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마치 온실의 유리처럼 보온효과를 일
으키는 것을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라고 한다. 만약, 자연적인 온실효
과가 없다면, 지구표면에서 반사된 열들이 모두 우주로 빠져나간다. 결국, 지
구의 온도는 현재보다 약 30℃정도 낮아져서 대부분의 생물들이 살기에는
너무 추운 환경이 될 것이다.
온실 가스는 자연적으로 지구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 가스는 수증기, 이
산화탄소(CO2), 메탄(CH4), 오존(O3), 아산화질소(N2O) 등으로 이루어지며
대기의 약 1%를 차지한다.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로는 과불화
탄소류(PFCs), 염화불화수소류(HFCs), 육불화황(SF6), 프레온가스(CFCs) 등
이 포함된다. 이 중에 온실효과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물질은 수증기이다.
기후변화협약에서 다루는 온실 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
화탄소,(N2O), 과불화탄소류(PFCs), 염화불화수소류(HFCs), 육불화황(SF6)
6가지이고 프레온가스 등은 몬트리올의정서에서 다룬다.
에어로졸는 대기 중의 미세한 입자들로서, 자연계에서 뿐만이 아니라, 산불
이나 농작물 소각 시에 발생하는 이산화황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이는 온실
가스와는 반대로 태양광을 차단하고 산란시켜, 대기를 냉각시키는 역할을 하
며, 빗물의 핵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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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의 의미(意味)
산은 평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면에서 우뚝 솟은 지형을 가리킨다. 대개 거
대한 흙덩어리나 바위로 구성되어 있다. 산을 흔히 언덕, 고개, 구릉, 야산,
뫼 등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그 각각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언덕은 평지에
한 무더기의 흙더미가 높게 깔린 지역이다. 흔히 현(峴)이나 치(峙)로 바꿀
수 있다. 고개는 언덕이 더 높이 솟아 건너편이 보이지 않는 산마루를 넘는
것이다. 치술령이니 대관령이니 하는 것이 모두 고개인데 여기는 반드시 길
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특징이 있다. 구릉(丘陵)도 일정한 높이를 가진 구와
릉인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다. 야산(野山)은 들에 솟아 있는 산으로
조그마한 것이다. 뫼는 산의 통칭이다. 그러나 이런 특징들을 요약하여 말한
다면 산이란 평지보다 높으면서 일정한 높이를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아(爾雅)에 흙이 높이 쌓여 돌이 있는 것을 산이라 한다고 했으며, 석명에
산은 산(産)인데 만물을 산생한다는 뜻이라고 했으며 설문(說文)에는 산은
선(宣)인바 기를 펼치고 만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논어(論語)에
인자요산(仁者樂山)이라 했는데,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인자가 산을 좋아하는
것은 산은 만인이 우러러 볼 뿐 아니라, 초목을 자라게 하며 만물을 번식
시키고, 새들이 모이고 짐승들이 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삼라만상을
생육하면서도 이를 사유화하지 않으며,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여, 천지를 조화시켜 국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마치 인인지사(仁人志士)
와 같은 품성을 가졌으므로 인해, 인자가 산을 좋아한다고 했다.

나라 별로 높이를 정하여 산과 산 아닌 곳을 구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형의 특성으로 이런 제한은 두고 있지 않다. 가령, 영국은 700m 이상을
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낮은 언덕이나 고개, 야산 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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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예로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은 사람들에게
있어 삶의 터전이고 길이며, 그 세계의 근원이다. 하늘을 향하고 있는 모습
에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이를 바라보는 사람마다 신성
함과 경외감을 느끼게 한다. 그래서 신성성을 추구해서인지 동양에서는 유불
도 사상이 잉태되는 근원지 역할도 하고 있다.
서양인들에게 산은 정복과 지배의 대상으로서 존재해 왔고 등반하는 사람
마저 정상 정복이 목표가 되고 있다.
동양인들에게 있어 산이란 보다 심오한 곳으로 여겨져 일찍이 산에 대한
태도와 표현은 서양인들의 지성과 과학을 넘어서서 존재해 왔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산에 들어간다.” 또는 “입산(入山)”한다고 말해왔으며, 산에 들어가
성정을 도야하고 내면을 성찰하는 대상으로 여겼고, 요산요수(樂山樂水)하는
풍취와 자연경물과의 조응 속에서 심신수양을 닦아 왔다. 천리적 물활(物活)의
이치로서의 자연미를 인식하고 그 미감과 의경은 사람들의 의식에 자리하여
학문과 문학, 예술에 서로 융합하는 정서를 표출하는 역할을 산이 제공해 주
었다.
산은 땅의 평지 위에서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 있는 지형이다. 그래서 시
각적으로 높이 솟아있어 하늘과 닿아 있으며, 낮과 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또 봉우리, 계곡, 구릉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루며 그
안에는 모든 동물과 식물이 살아 숨 쉬는 하나의 세계를 가지고 있다. 청각
적으로는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동물이 우짖는 소리 등 온갖 정서를 일
으키고, 후각적으로는 숱한 꽃향기, 온갖 풀내음 그리고 흙내음을 지니고 있
다. 그런가하면 다양한 기상변화에 의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과 위험이 발
생되기도 하고 혹은 산속 깊은 곳에는 황홀하고 평화스러움을 간직한 비경
(祕境)을 감추고 있기도 한다. 그래서 산은 사람들에게 있어 다 헤아릴 수 없
는 자연의 비밀스러움과 신비함을 품고 있으며 늘 무한한 변화가 생성되는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는 곳이다.
산의 변화란 산 그 자체가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산이
품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계절의 변화에 따른 생태적 변화를 의미한다. 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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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야편｣ 21절에 보면 “知者樂水 仁者樂山 知者動 仁者靜 知者樂 仁者壽”라
는 말이 있다. 인자요산(仁者樂山)은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하듯 덕이 후하기
때문에 그 인품이 산과 같이 중후하고 조용하여 오래 산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자(仁者)가 산을 좋아함은 그 태연(泰然)함을 취한다. 즉 지자요수(知者樂
水)와 같이 지혜가 예리하기 때문에 물과 같이 활동적이고 즐겁게 사는 것처럼,
우연의 영역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상상과 자유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이 필요 없는 사실의 세계로서 그 자체는 변화하지 않는 필연의 영역이
산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부터 수많은 산들이 사람들의 개발에 의해 변화와 성장과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에 형체를 잃고 산업화와 공업화에 희생되어 왔다. 일
찍이 두보(杜甫)가 읊었던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의 역사의 무상함과 자연의
영원함은 산이 형체를 잃을 때 더불어 묻혀버리고 만다. 그래서 산으로부터
얻었던 수많은 자연스런 혜택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사라지고 급기야 무
절제한 개발이 빚은 결과는 사람의 힘으로 막기 어려운 재해와 재난으로 생
명과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현대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서둘러 물리적인 노력으로 무절제한 개발을
반성하기에 이르고 있기는 하다. 산은 더 이상 단순히 상품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환경자원, 관광자원, 문화자원으로서 보호되고 보전되어야 함은 당연
한 이치다.

울산에는 무룡산, 고헌산, 가지산처럼 일정한 높이 이상을 가진 산이 여러
곳에 있다. 다른 지역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울산은 이름난 산들이 많은 편이
다. 더구나 영남의 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 공원을 중심으로 한 고헌산, 신
불산, 천황산 등은 울산의 자랑거리다. 이러한 보물은 그 가치를 널리 알려
야 한다. 그리고 산이 가지는 귀중함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살
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적 소명이다. 이 산은 사람을 나게 하고, 키우는 역할
도 한다. 말없이 제자리를 지키면서도 사람에게 주는 상징성이 매우 크다.
산은 힘이 있고 살아 움직인다. 이것이 산이다. 개발 시대인 오늘날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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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의 의미를 망각하고 함부로 자르고 훼손하는 일이 잦아졌다.
산은 우리가 태어난 지역을 보호해 주고 있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에 필
요한 자원을 공급하고 있으며, 맑은 공기와 깨끗한 식수를 주는 천혜의 보물
이다.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나고 성장했느냐가 중요하다. 바로 산이 주는 혜택을
입기 때문이다. 태어난 지역의 우람한 산의 위용을 잊고 사는 사람은 없다.
따지고 보면 이런 주어진 환경도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산술적으로 풀 수 없는 하늘의 뜻이 들어 있다.
태어난 곳의 산과 내, 그리고 인문 환경과 자연 환경인 공기, 물 등은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다. 이런 특성을 접하고 오래 살다보면 동화되기 마련이
다. 설사 이곳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여기에 함께 거주하면 모두가
동화가 된다. 언어가 닮아 가고 행동이 닮아 가며 의식이 동화된다. 정들면
고향이라는 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무룡산의 풍성하고 덕성스러
움, 고헌산의 높고 우뚝함, 문수산의 위용이 부지불식간에 시각과 후각을 통
하여 우리의 의식의 내면에 각인되고 있는 것이다.
산은 우리 고장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다. 그래서 동국여지승람에도 진산
을 무리용산으로 지정하여 우리 고을의 상징으로 삼았다. 진산이 언제부터
있어 왔는지 누가 지정했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각 고을의 뒤쪽에 자리하
며 그 고을을 진호하는 역할을 하는 산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울산 지역의
산을 대표하는 무룡산의 자태와 위치와 그 배경을 살펴볼 때 울산의 동헌과
읍성을 지키는 울타리로서의 모습이 역력하다.
산은 임산자원, 광물자원, 관광자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산
이 이러한 자원을 주면서도 대가를 요구하거나 자기 자랑을 하는 일이 없다.
산의 이런 겸허함을 인간들은 배워야 한다. 산은 오르는 사람의 품격에 따
라 각각 보여 주는 것이 다르다. 식물학자가 오르면 임산 자원을 보여주고
광석학자가 오르면 광물 자원을 보여 주며 예술가가 오르면 관광자원을 보여
준다.
임산자원은 산림이 대표적인 생산품이다 우리 고장의 목재는 대개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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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이 주종이다. 특히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동대산 신흥사를 중심으로 한 소
나무 숲은 문자 그대로 수해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영축산이나 가지산이나
신불산도 예외가 아니다. 지금은 한 때의 남벌로 인해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다.
광물자원은 우선 철을 꼽을 수 있다. 달천산에서 나는 광석이 신라 통일의
기반이 된 것은 이미 논증되었다. 마한 진한의 대립이 심하던 당시에 무기의
원료가 되는 쇠가 이곳에서 확보되었다는 것은 하나의 행운이라 할 수 있다.
옹기축제가 열리는 것은 고령토가 많다는 뜻이고 자수정 광산이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산지가 많으면 이런 광물자원이 풍부한 것은 당연한 일
인지 모른다.
관광자원은 산지나 바다, 강물을 빼고 논할 수 없다. 여지승람에 나오는
울산 팔경도 산과 관련이 깊다. 이 연구 과제를 해결하려 오르내렸던 무룡산
정상에서의 승경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시가지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는 것
도 장관이거니와 반대편으로 보이는 정자 해변의 모습도 이에 못지않았다.
산은 이처럼 좋은 것만 주는 존재다.
이렇게 중요한 산은 인체의 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여기서 나오는 산소가
아니면 공업도시 울산이 어찌 될 것인가. 또 여기서 나오는 시원한 물이 아
니면 우리의 목을 어찌 축일 것인가. 산이 주는 각종 먹거리는 뒤로 하고도
말이다.
그런데 이런 산이 지금 그 훼손이 매우 심하다. 주로 도시 개발을 위한 것
이기는 하지만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는 우리 후손의 것이다. 우리가 편
리하다 하여 마구 손상시키면 그 복구는 불가능하다. 북구에 집중되고 있는
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의 파괴가 그러하고, 정자로 넘어가는 무룡산 허리춤
의 훼손도 걱정스럽다.

울산은 공업화로 말미암아 평야지역이 공장지대로 바뀐 곳이 많다. 이제
그나마 남은 자연지가 산이다. 이 산을 지켜야 한다. 더 이상의 개발은 말려
야 한다. 이 연구의 목표의 하나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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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의 생성(生成)
산은 산지, 산맥, 산계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지리산이나 금강산처럼 넓
은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은 산지라하고, 한 줄기로 길게 뻗어 내
려 마치 강줄기처럼 띠처럼 연속된 것을 산맥이라 한다. 태백산맥, 묘향산맥,
소백산맥 등이 모두 그런 류이다. 또 하나 산맥이나 산지가 복합되어 있는
지형이 있는데 이를 산계라 한다.
산은 이처럼 산지, 산맥, 산계로 구분되는데 그 산의 흐름에서 어떤 것은
높고, 어떤 것은 크게, 더러는 작게 봉우리가 형성되어 있다. 이 봉우리들의
특성에 맞게 산의 명칭이 붙여진다. 설악산, 금강산, 백두산, 한라산 지리산
등이 모두 그런 예이다.
그러면 산은 태초에 어떻게 생겨났을까. 궁금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많은
지질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얻은 결론이다. 아득한 옛날 지구가 생기고,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것이 산이라는 것이다. 지질시대(地質時代)란 말
은 지구가 생기고 지구의 지각이 형성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말한다고 한다.
산이 형성됨에는 두 가지 큰 작용이 있는데, 하나는 지구의 내인적 작용이
고 다른 하나는 지구의 외인적 작용이다.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일어난 현상이 조륙운동, 조산운동, 화산 작용, 암판
(지구를 둘러싼 암석권의 조각들)의 이동작용으로 산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구의 내인 작용이다.
조륙 운동은 땅이 침강(내려감)하거나, 융기(솟아올라옴)하는 운동이 지각
속에서 발생하여 지형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길버트(G.K.Gillbert)도 조륙
운동을 넓은 범위에 걸친 지역이 서서히 융기, 침강하는 지각 운동이라고 정
의한 바 있다. 지각은 밀도가 큰 맨틀 위에 떠있으면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지각의 좁은 부분이 풍화, 침식을 받아 깎여서 가벼워지면 이 지
역이 융기하게 되고, 반대로 물질맨틀옠반, 퇴적맨틀되어 무거워진 바다 쪽은
침강하게 되면서 조륙 운동맨틀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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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 운동은 지구 표면을 덮은 약 10장의 강한 판이 운동을 하여 다른 판
에 부딪치거나 다른 판 밑으로 들어가는 현상이다. 화산 작용과 암판의 이동
작용도 평지의 굴곡을 형성하는 주요 원인이다. 한반도에서의 조산운동은 중
생대 중엽에 있었던 송림운동과 쥐라기 말기에 일어난 대보운동에 의해서 형
성되었다. 한반도의 북부 지형은 송림운동으로 남부지형은 대보운동으로 만
들어졌다.
송림 운동이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중엽에 일어난 약한 지각변동을 말한
다. 이를 송림변란(松林變亂)이라고도 한다. 원생대 말엽에서 고생대를 거쳐
중생대초에 이르기까지 쌓여온 상원누층군, 조선누층군, 평안누층군은 평안
누층군의 퇴적이 끝날 때까지 조산운동을 받지 않은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평안누층군의 최상부인 녹암층이 쌓인 후에 습곡작용이 일어나면서 육화되어
삭박을 받은 지면에 비해성(非海性) 환경이 조성되어 호소 또는 하천에 트라
이아스기 중엽의 육성층인 대동층군이 퇴적되었다. 대동층군이 퇴적되기 전
에 여러 누층군에 가해진 습곡작용이 송림운동이다. 대동층군에는 반송층군,
남포층군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종래 쥐라기의 지층으로 생각되어 왔으나 최근
(1980년대)의 식물화석 연구로 트라이아스기의 지층임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습곡작용은 대동층군 퇴적 전에 일어난 것이므로 송림운동은 트라이아스기
중엽에 일어난 것이 된다. 대동층군은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 조선누층군,
평안누층군을 부정합으로 덮는데 이런 사실은 대동층군 퇴적 전에 융기와 삭
박작용이 계속되어 나중에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이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에 분포된 화강암의 연령측정치를 조사해보면 연령이 2억~2억 2,000
만 년인 것이 있다. 2억 2,000만 년은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말엽이다. 한
반도 북부지역의 송림운동은 중국의 인도지나 조산운동, 일본의 아키요시[秋吉]
조산운동, 미국의 팰리세이드 조산운동에 대체로 대비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대보운동은 중생대 쥐라기 초기부터 백악기 초기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전역, 특히 남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지각변동이다. 울산에 속하는
산들은 대보운동으로 이루어진 지각 변동으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는 대보
운동과 동시에 형성된 동기화강암(同期花崗岩:syntectic granites)인 대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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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암의 절대연령 측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조산운동은 남한 중부 옥천
대(沃川帶)를 사이에 두고, 그 양쪽에 뚜렷한 방향성을 가지고 분포하는 화강
암의 노출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 방향은 북동―남서인데 이는 옥천대 퇴적층
의 구조에도 나타나 있다. 그 지질구조는 주로 습곡과 단층으로서, 습곡축과
단층면이 북서로 경사져 있음을 보아, 북서에서 남동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각변동으로 송림 변동(송림 조산 운동), 대보 조
산 운동 및 불국사 변동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가장 격렬했던 것은 대보 조
산 운동이다.
대보 조산 운동은 중생대 쥐라기 말엽에 일어났다. 송림 변동 이후 대동계
가 퇴적되고 그 이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후대동기 조산운동이라고도 한다.
이때에 중남부에 걸쳐 대보 화강암이 대상(帶狀)으로 길게 관입되었으며 그
방향은 중국 방향(북북동-남남서)이었다.
한반도의 산맥 계통은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가 한국방향 산계이고
둘째가 중국방향 산계이며 셋째가 요동방향 산계이다. 태백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은 한반도의 남북으로 뻗어 있어 한반도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방향산계이다. 중국방향산계는 북북동-남남서방향으로 뻗어 있는
소백산맥, 노령산맥, 차령산맥들이 여기 속한다. 요동방향계는 한반도의 북부
에 속하는 장백산맥, 적유령산맥, 강남산맥이 여기에 속한다.

문제는 한반도의 남쪽에 속하는 울산지역의 산계인데 이는 대보운동의 융
기로 형성되었고 태백산맥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형국이다. 불국사 토함산과
연접하여 하나의 독자적 무리를 형성하고 있다. 태백산맥은 태백산 소백산
소백산맥 지리산으로 흐르고 동해로는 일월산 팔공산으로 맥을 뻗고 있다.
흔히 울산 북구의 동대산이나 무룡산을 태백산맥의 끝자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경주 월성의 토함산 자락을 포함한 독자적 산계이다.

한반도에 속한 산의 특징은 다른 나라의 산보다 높지 않고 척추격인 동편
에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이 뻗어 있는데 서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하고 동해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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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높은 산이 3000m도 미치지 못
하여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산의 고도를 보면 2000m
이상이 전국토의 0.4%이고 1000m 이상이 14%에 불과하다. 200~500m의
저산지가 전 국토의 40% 이상인데 참고로 경상남도는 평균 고도가 269m로
충청남도 다음으로 낮은 편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국에 분포해 있는 산들의 정상부에 평탄한 평탄면이
발달해 있는 점이다. 개마고원, 오대산 정상, 대관령등지의 정상이 그러하다.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가지산 일대로 그런 지형이다.

참고로 산맥에 따른 우리나라의 명산들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마천령산맥에는 백두산, 북포태산, 남포태산, 백사봉, 칠보산이 있고, 낭림
산맥에는 맹부산, 와갈봉, 희색봉, 낭림산, 백산, 병풍산이 여러 산맥과 접하
여 솟아 있다. 태백산맥은 황룡산, 금강산, 설악산, 일월산, 보현산, 팔공산이
있으며 울산지역의 고헌산, 신불산, 가지산도 그 범주다. 또, 응봉산, 향로봉,
방대산 계방산, 황병산, 발왕산, 가리왕산, 두타산, 대덕산, 함백산, 청옥산이
태백산맥에 잇달아 있다. 함경산맥에는 두류산, 관모산, 괘상봉, 삼수갑산, 명
당봉 백암산, 검덕산, 희사봉, 북수백산, 궤상봉, 만탑산, 두운봉이 즐비하게
달려 있다. 강남산맥에는 거문산, 비래봉이 있고 적유령산맥은 백암산, 숭정
산, 천마산등이 있다. 묘향산맥은 묘향산 재령산, 하람산, 백산, 언진산, 구월
산이 있다. 멸악산맥은 멸악산, 입암산, 장수산, 수양산이 있으며 마식령산맥
에는 명지덕산, 동백년산, 화개산이 있다. 광주산맥은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 관악산, 화악산, 명지산, 국망봉, 현등산, 광덕산, 명성산, 용문산이
있다. 소백산맥은 문수산, 소백산, 도솔봉, 조령산, 주흘산 월악산, 속리산, 대
덕산, 덕유산, 백운산, 수도산, 가야산, 지리산, 월출산, 무등산, 조계산을 이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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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의 명칭(名稱)

1. 조종산(祖宗山)
5. 미사(眉砂)
9. 내청룡(內靑龍)
13. 조산(朝山)

2. 주산(主山)
6. 명당(明堂)
10. 외백호(外白虎)
14. 수(水)

3. 입수(入首)
7. 혈(穴)
11. 외청룡(外靑龍)
15. 외수구(外水口)

4. 두뇌(頭腦)
8. 내백호(內白虎)
12. 안산(案山)
16. 내수구(內水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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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모습을 기록한 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무심히 보는 산들은 각기 모습이 다르다. 거기에 합당한 의미를 부
여하고 해석하는 일은 예로부터 있어 왔다. 그러나 모든 산이 문헌상으로 순
우리말의 표현은 드물고 한자말로 전해 오고 있다. 이 한자로 된 산의 기록
도 아직 구체적으로 산의 모양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있지 않다. 많은 자료에
나타난 한국 산의 구체적인 모습과 명명을 규정할 시기가 온 듯하다.
조선의 풍수(村山智順 著)에 산 모습의 개략이 나와 있다. 여기서 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산의 명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산의 개략적인 모
습이 정리되어야 산을 지칭하는 명칭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한다.
산을 풍수 개념으로 설명한 조선의 풍수에서는 동양의 오행 사상(五行思
想)을 기본으로 하여 산을 설명하고 있다. 이 음양오행설은 중국 송나라 이
후에 널리 숭상되었으며 이는 우리 생활에도 깊이 뿌리내린 사상이다. 이 오
행사상은 비단 산수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모든 곳에 중심 사상
으로 자리하고 있다. 조선 초 한양 천도 시에 정도전이 적용한 경복궁터와
한양의 사대문의 입지가 하도(河圖)에 근본하고 있다. 덕수궁의 용상 뒤에 펼
쳐 진 일월오악도도 이 음양오행설을 표현한 대표적 예술 작품이다.
산의 모습을 오행으로 풀이하는 것은 우리 선인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오행은 금목수화토를 말한다. 이 금목수화토를 하늘의 별자리와 비교하여 5
성이라고도 한다. 금성은 원을 나타내고 목성은 곧음을 말하며 수성은 곡(曲)
을 말하고 화성은 뾰족함을 말하고 토성은 횡(橫)을 말한다. 이것들이 산의
생김새에 따른 특성이다.
나뭇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양을 본 뜬 것이 목(木)인데 이는 산의 모양이
직립한 형상을 말한다. 이는 아마도 언양의 고헌산이 아닐까 한다. 하나의
봉우리를 맺으면서 우뚝 솟은 산이 이것인데 이런 산은 문(文)을 숭상하는
사람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불꽃을 닮듯이 뾰족한 봉우리가 여럿이 모인 것이 화성이다. 이는 불이 타는
형체를 띠는데 서울의 도봉산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산은 무를 숭상하는 형
이라 한다.

Ⅰ. 울산(蔚山)의 산

25

26

蔚山 圈域의 山과 그 文化遺蹟

봉우리의 모양이 중후하고 네모진 것이 토성이다. 흔히 분지형이라고도 하
는데 가지산 정상이나 신불산 정상의 분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런 형상은 복
록과 문을 숭상한다고 한다.
산의 모양이 견고하고 둥근 것이 금성이다. 이 금성은 솥이나 종(鍾)의 둥
근 모습을 닮았는데 이 금성은 관(官)과 수(秀)를 지닌다고 한다. 울산의 진
산인 무룡산이 여기 해당한다.
산줄기가 길게 흘러서 곡선을 이룬 것을 수성이라 한다. 이 수성은 물이
흐르듯이 길게 뻗어 있는데 많은 산들이 이와 관련이 깊다. 이는 부와 수를
숭상한다고 한다. 북구에 있는 동대산도 그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외에 산을 구성(九星)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도 자세히 살펴보면 앞
의 오성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오행에 따른 오성으로 나타나는 산도 독립
적인 것은 거의 없고 모두가 주변의 산세와 어울리는 복합형이다. 이 복합형
의 산세를 정확히 읽을 수 있어야 산의 흐름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음양과 오행의 이론이 필요하다. 특히 오행에는 상생과 상
극이 있다. 수(水)-목(木)-화(火)-토(土)-금(金)가 순서대로 돌아가는 것이
상생(相生)이고 목(木)-토(土)-수(水)-화(火)-금(金)으로 이어지면 상극(相剋)
이다. 그러므로 수성의 산과 목성의 산이 나란히 만나면 길하고 목성의 산과
토성의 산이 대결되는 곳은 불길하다 할 수 있다.
이 음양오행은 주렴계(1017-1073)의 태극도설에서 그 이론적 배경을 확인
할 수 있다. 주렴계는 주돈이라고도 하는데 송나라의 사상가다. 그는 우주의
본원(本源)은 기(氣, 에너지)이며 기가 작용하여 만물이 형성한다고 하였다.
이 기(氣)를

음양(陰陽)으로 나누고

이 음양이 작용하여 오행이 이루어진다

고 보았다. 즉, 음양오행은 우주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삼라만상이 음양으로 구분되고 그 생성과 소멸이 목(木),
화(火), 토(土), 금(金), 수(水) 오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루는 풍수지리학 역시 음양오행에 근본을 둔 학문이다. 본래
풍수지리설은 인간이 지상에서 생활하는데 안전하고 편리한 땅을 찾는데서
유래하였는데 생기가 있는 땅에서 개인이나 사회가 큰 발전이 있다는 이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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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결과로 인간은 생기(生氣)있는 땅을 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생기론
이 등장하였고 생기는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지고 구분됨을 역설하고 있다.
즉, 우주의 본질은 기(氣)이며 기는 어느 곳이든 없는 곳이 없고(無所不在),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不生不滅), 시작도 끝도 없는 것으로
(無始無終 不變形質)한 것인데 기가 작용하여 만물을 형성하는 과정은 모든
것이 음양으로 나누고 오행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
다. 인간의 생로병사(生老病死)와 길흉화복 역시 음양오행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 생각하였는데 풍수지리도 마찬가지로 땅과 인간의 운명이 음양오행의 법
칙에 의해 관련지어진다고 보았다.
옛날부터 동양의 많은 학자들은 우주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음
양오행을 역설했는데 만약 풍수지리를 미신이라고 철저하게 비난하고 공격하
려면 음양오행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풍수지리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비판을 받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것은
음양오행 이론에 근거한 학문으로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서구 학문인 물리학이나 화학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빼놓
고는 원소의 구조와 형성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동양 사상에서의 음양오
행설은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더욱이 현대 과학에서도 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풍수설로 본 산의 모습과 음양오행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것이
산에 직접 적용되어 활용되는 것이 전통적 풍수이다. 이는 신라를 지나 고려
시대에 널리 유행되었다. 아마도 송나라와 연대가 일치하는 관계로 송의 학
설이 도입된데 기인할 것이다. 이것이 조선조에 들어와 더욱 심화 발전하였
다. 모든 예술 분야에 이 음양오행설이 최우선으로 적용되었다. 이성계의 한
양 천도에서도 이 철학적 이론이 철저하게 활용되었다. 정도전의 한양 도성
설계가 바로 이 하도(河圖)에 바탕하고 있다. 한양의 사대문 위치와 보신각이
하도의 형이고 현재의 경복궁의 구조 역시 이 하도의 이론을 실행하여 이루
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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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울산 권역의 산들의 형세와 구체적 개별적 모습을 조사하여 풍수설에
따른 분류를 해야 할 것이다. 울산 권역 산의 하나하나가 어떤 형이며 오행
에서 어디에 속하는 가를 조사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울산
의 산을 기술한 많은 자료를 보아도 아직 여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는 시간을 두고 해결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과제를 제기하는 셈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해결해야 할 것은 산의 명칭이다. 이 산의 명칭은 일반적
으로 산(山), 봉(峯), 치(峙), 령(嶺), 악(嶽) 등등이 뒤에 붙어 이루어지고 있
는데 이에 대한 해설도 없다. 더구나 이 밖에도 많은 산을 지칭하는 어휘가
있는데도 모두 그냥 지나치고 있다. 울산에 있는 산의 명칭도 마찬가지다.
이를 지적함과 동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산을 지칭하는 어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자. 우리가 무심
코 보는 산은 그 모양이 가지각색이며 그 구조 역시 간단하지 않다. 바위로
만 된 산이 있고, 흙으로 덮인 산도 있다. 바위산도 나무가 있는 산도 있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도 있다. 흙으로 된 산도 마찬가지다. 나무 한 포기 없
는 민둥산도 있고 숲이 욱어진 울창한 산도 있다. 광석이나 보석이 나는 산
이 있는가 하면 훌륭한 석재가 생산되는 산도 있다. 산은 참으로 요술쟁이
다. 알아볼수록 신비하다.
山(산)

지면 위에 흙과 돌로 말미암아 융기된 부분
無石曰丘. 有石曰山.

屺(기)

나무가 없는 산이거나 자라지 않는 산
不長草木的山. 山無草木也.

屼(올)

초목이 없으며, 높이 솟고 곧게 선 모양
山禿貌.

岵(호)

초목이 많은 산을 호라 하고 없는 산을 해라 함
多草木岵. 無草木峐.

岌(급)

작은 산이 큰 산보다 높이 솟은 모양
山高貌, 小山高過於大山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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屹(흘)

산세를 따라 흐르면서 높이 우뚝 솟은 모양
原指山勢高聳貌.

岑(잠)

작은 산의 산봉우리
山小而高的山, 嶄嶄然也.

岡(강)

산의 등줄기처럼 뻗은 산등성이
山骨也, 山脊, 山坡.

岪(불)

산이 높고 험한 모양
半山腰的路, 山脅道.

峀(수)

바위굴이 있는 뽀족한 산봉우리
山有穴爲岫, 巖穴.

岳(악)

큰 산
高大的山.

岝(작)

바위가 있는 산의 높은 모양
山石高峻貌.

岨(저)

흙이 덮인 울퉁불퉁한 돌산
載土的石山.

峛(리)

낮은 산의 줄기가 길게 꼬불꼬불 뻗어 있는 모양
山低而長, 山勢曲折連綿.

峙(치)

높이 오뚝한 산
屹立, 聳立, 住也.

峯(봉)

산의 정상인 산봉우리
山頂.

峨(아)

산세가 높고 험준함
山勢高峻.

峻(준)

산세가 높고 큼
高, 險, 高超, 大, 長.

峭(초)

산이 몹시 비탈지고 험함
山勢險峻.

峴(현)

산의 낮은 고개
山嶺小高, 山小而險峻.

崛(굴)

산이 짧으면서 높이 솟은 모양
山短而高貌.

崎(기)

산이 비스듬이 기울어 바르지 않은 산
傾側不正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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崧(숭)

산이 크고 높음
山大而高.

崇(숭)

산이 크고 높고 웅장함
山大而高, 菘高雄嶽.

崖(애)

산이나 높은 지역의 깎아지른 듯한 벼랑
高邊也.

崟(음)

산이 높고 험준함
山之岑崟也 岑崟, 山石高峻奇特也.

崢(쟁)

산이 높고 가파름
高峻貌.

崒(줄)

산봉우리가 높고 험함
山峯高而險.

崨(첩)

산세가 높고 우뚝함
山高峻貌.

嵑(갈)

산 줄기가 높고 우뚝함
山勢高峻貌.

嵁(감)

높고 울퉁불퉁하여 바위 산
高峻的山岩.

嵂(률)

산이 높고 험준함
山高峻貌.

崿(악)

낭떠러지, 벼랑
山崖.

嵔(외)

산이 높고 울퉁불퉁함
山高不平貌.

崴(외)

산이 높은 모양
高貌.

嵎(우)

휘어져 돌아간 산모퉁이
山勢彎曲險峻的地.

崺(이)

낮은 산의 줄기가 낮게 길게 뻗어 있는 모양
峛, 山低而長, 山勢曲折連綿, 邐迤.

嵥(걸)

산이 홀로 우뚝 솟아 있는 모양
獨立高聳貌.

嵩(숭)

산이 높고 큼
山大而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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嵬(외)

울퉁불퉁한 높은 산
高不平也.

嵯(차)

산이 높고 들죽날죽하고 험준함
山高峻貌 嵾嵯:山勢參差不齊貌.

嶂(장)

산이 높으며 병풍처럼 깎아지른 듯한 절벽
形如屛障的險峯 山之高險者.

嶠(교)

산봉우리가 높고 뾰족한 산
山銳而高也.

嶞(타)

산골짜기가 좁고 김
山狹而長.

嶪(업)

산이 높이 우뚝 솟음
高聳貌.

嶧(역)

산이 연접해 이어진 모양
山連續不斷.

嶬(의)

산이 높고 험준함
高峻貌.

嶺(령)

산마루의 고개로 사람이 나드는 곳
山道, 山之肩領可通道路者.

嶽(악)

바위가 있고 험한 산
泛指大山或山的最高峯.

嶸(영)

산의 골짜기가 깊고 험준함
峭嶸也, 險峻貌, 幽深險貌.

嶾(은)

산세가 높고 험준함
山勢高峻.

巃(롱)

산세가 빼어나게 솟음
峻拔高聳貌.

巉(참)

산세가 높고 봉우리가 뾰족함
高險的山石, 險峻貌, 尖刻, 高聳貌.

巇(희)

높고 가파르고 험함
高險, 險惡.

巍(외)

산이 우뚝하여 높고 큼
高大之稱.

巒(만)

작고 뽀족한 산
小而銳峭的山, 形狀狹長的山, 指迂回連綿的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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巓(전)

산꼭대기
山頂.

巘(헌)

형상이 시루같은 산봉우리
形狀如甑的山.

陵(릉)
丘(구)

흙으로 된 높은 언덕 같은 산
언덕, 작은, 토산
無石曰丘.

이상은 산을 지칭하는 어휘를 밝혔거니와 이 하나하나의 어휘와 울산의 산
과의 대비가 남겨진 과제다. 더러는 해당되지 않는 어휘도 있고 혼동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분류 정리되어야 할 과제다. 그리고 산을 지칭하
는 어휘는 이 밖에도 더 있다.
왜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의 산을 다른 글자로 썼는가 의문이 든다. 그것
은 한자의 특성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자는 사성이라는 성조가 있다. 이 성
조는 한시를 짓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음조다. 그러므로 시인 묵객들이 운자
를 찾는데 고심하다가 새로운 글자를 썼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이 특히 시의
소재가 된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울산에 있는 많은 산들이 그 특성에 따라
하나하나 그 명칭을 정확히 붙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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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의 효용(效用)
1) 사람과 산
사람이 무엇인가 또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이 인간의 정의가 내려져야 사람과 관계된 자연도 논할 수 있다. 인간의 문
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생물학적인 접근도 가능하고, 철학적 사
유의 대상으로서의 사람도 음미해 볼 수 있다. 또 객관적인 인격체로서의 사
람도 탐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인간인 사람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한두 가지 사람에 대한 정의를 선학들의 논의에 의존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인간에 대한 설명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사람 또는 인간(人間)은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는 사람과에 속하는 영장
류 동물이다.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하면, 현대 인간은 약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발생하였다. 인간은 추상적인 사유, 언어 사용, 자기반성,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적 능력과, 직립 보행 덕분에 자유로워진 앞다리(팔)를 이용해 다른
종보다 훨씬 정교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 인간은 현재

지구의 모든 대륙에

살고 있다. 지구에 사는 인간의 인구는 2008년 7월 기준으로 67억 명 이상
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해발 2㎞ 미만의 낮은 곳에 모여 있다.
대부분의 영장류와 같이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회적이다. 그중에서도 인간
은 특히 자기표현, 생각의 교환, 조직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이용
하는 데 능숙하다. 인간은 가족에서 국가까지 협동․경쟁하는 많은 집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사회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인간끼리의 사회적 상호 작용은
인간 사회의 기반이 되는 다양한 전통, 의식, 윤리, 가치, 사회 규범, 법을 만
들었다. 인간의 미와 미학을 감상하는 능력과 자기표현의 욕망이 결합하여
예술, 글, 문학, 음악과 같은 문화적 혁신을 이끌었다.

34

蔚山 圈域의 山과 그 文化遺蹟

인간은 인간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욕망 때문에 과
학, 철학, 신화, 종교(예: 민간 신앙,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를
통해 자연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다루려 한다. 이 자연스러운 호기심은 도구
와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고, 인간은 스스로 불을 만들고 요리하고 옷을 입으
며, 수많은 기술을 다루고 발전시키는 유일한 종이 되었다. 인간은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온도는 섭씨 10~15도 정도이고 섭씨 30도 이상이면 사람은 더위를 느
끼고 섭씨 5도 이하이면 사람은 추위를 느낀다.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다. 이번에는 법률적으로 사람이 어떤 존재
인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법률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리․의무에는 반드시 귀속자로서 주체가 있어야
하며, 그 주체가 곧 사람이다. 사람은 ‘인(人)’이라고 표현한다. 본인(本人),
타인(他人), 상인(商人), 매도인(賣渡人)․매수인(買受人), 임대인(賃貸人)․임차인
(賃借人), 도급인(都給人)․수급인(受給人), 위임인(委任人)․수임인(受任人)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인 권리능력을 인
격이라고도 한다. 사람 곧 인에는 자연인(自然人)과 법인(法人)의 두 가지가
있다.
자연인은 살아 있는 모든 사람이다. 자연인은 성(性), 연령(年齡), 종교(宗敎),
직업(職業), 심신(心身) 기타 어떠한 것에 의하여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진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사상에 따라 신분제도는 인정되지 않
는다. 모든 자연인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그 권리능력의 범위를 제한하
지 않는 것은 근대법의 기본적 태도이다. 자연인은 살아 있어야 하므로 출생
부터 사망까지의 생존하는 동안만 사람으로 인정되고, 출생 전의 태아(胎兒)
와 사망 후의 사체(死體)는 사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태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되며, 사체는 권리의 주체인 사람을
떠나 권리의 객체인 물건(物件)이 되는 것으로 본다.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람이다. 존속하는 모든 법인은
법인을 구성하는 사람 또는 재산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권리능력을 가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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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권리능력은 일정한 범위로 제한된다. 법인은 존속하여야 하므로 설립(設
立)부터 청산종결(淸算終結)까지 사람으로 인정된다. 다만 설립 전에 법인 아
닌 사단․재단은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람으로 취급된다.
중세법(中世法)의 신분제도를 타파한 근대법(近代法)은 사람을 추상적 인간
으로 상정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려고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빈익빈(貧益貧)․부익부(富益富)의 현상은 오히려 부자유와 불평등을 초래하였
다. 그리하여 현대법(現代法)은 사람을 구체적 인간으로 파악하여 부자유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것이 법률적인 인간에
대한 정의다.

그러면 이런 모습의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이 어떠한가. 또, 어떻게 적응하
며 살아가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곧 인간을 감싸고 있는 자연환경의 문
제다.
인간이 태어나서 생활하는 공간은 들과 강과 산이다. 그 중에서도 산이 우
리 인간살이에 큰 역할을 한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태어났느냐 성장했느냐
가 중요하듯이 어떤 산을 바라보며 꿈을 키웠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곡식을
생산하여 식량을 공급하는 들판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이를
자라게 한 물길이야 말로 꼭 필요하다. 인간은 이러한 자연에서 벗어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이런 속에 사람이 나고 성장하고를 반복한다. 울산 지역과 울산 사람도 마
찬가지다. 그 인문 환경을 같이한다는 것은 지역성을 뛰어넘는 깊은 유대감
이 있다. 우리 울산에는 많은 인물이 명멸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
론하고 한국 전체에 영향을 준 인물이 허다하다.
울산 지역은 제 3공화국 이래 조국 근대화의 중심 도시로 그 역할을 다했
다. 그 결과 조용했던 농촌 지역이 공장 소리로 탈바꿈했다. 잘 살아 봐야 한
다는 구호에 모든 것을 내어 준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 옛 것을 지키고 전통
을 고수할 겨를이 없었다. 들판도 물길도 제 모습을 잃고 말았다. 지도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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뀔 만큼 지역 주변의 변화가 많았고, 고풍스런 환경이 달라졌다. 제 모습을
잃은 들판은 물론이고 공업화로 인한, 산자락이 잘리고 허리가 뚫린 곳이 여
러 곳이다. 이를 근자에 이르러서야 깨닫게 되었다. 태화강에 떠났던 은어가
나타나고 오물의 피해가 줄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 자신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자. 그러
나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올바로 지켜야 한다. 사람답게 사는 길은
물질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산이 해결해 준다.

산은 지면에서 높이 솟아 있어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올려다보는 대상이
되어 왔다. 날마다 항상 바라보이는 대상이 산이다. 그 산의 모습이 일생 동
안 가슴에 남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간적으로 높은 곳에 있는 이 산은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고향이 되고, 고향을 상징하는
노스탈쟈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치술령의 아스라한 신비감, 무룡산의 전
해오는 설화들, 문수산의 불교적 파편들, 언양을 지켜 온 고헌산의 위용,
6.25와 관련한 신불산의 모습 등등 울산을 고향으로 한 사람들의 마음에 남
아 있는 산의 이미지다.

산이 중첩된 산간 지역의 자연 환경은 평지의 생활공간과는 다르다. 산골
에서만 생활하는 사람들은 신비하고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산을 인식한다. 삶
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생산도 소출도 산으로 인해 얻어진다. 이는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고, 위험해 보이는 일이라도 즐겨 행한다. 산신령을
믿고 의지하는 신비성과 미지의 불가사의한 세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도 있다. 이것이 산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성의 하나다.
이런 영향이 산은 성스러운 공간, 종교적인 공간이라는 인식을 낳게 했다.
더러 집단적 샤머니즘에 젖어 마을을 형성하기도 하고, 하늘과 맞닿은 산은
사람에게 발원의 대상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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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앙(信仰)과 산
산은 예로부터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 신성시하여 왔다. 그것은 하늘 숭배
와 관계가 깊다. 인간의 한계를 느낀 결과다. 대자연의 위력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 하늘은 이 산과 가장 닮았다. 높다. 그리고 크다.
산악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산악숭배(山岳崇拜)와 숭산사상(崇山思想)은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 산에는 반드시 신령(神靈)이 있다고 믿게
되었다. 원시 신앙도 이렇게 하여 생겼다.
산악숭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하나는 산 자체를 인격화하여 경외하
며 존숭(尊崇)하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산에 있다고 믿는 신령(神靈), 즉
산신에 대한 외포감(畏怖感)이다. 이러한 예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
는데 그리스의 올림포스 산, 유대인의 시나이 산, 인도의 히말라야 산, 중국
의 곤륜산(崑崙山), 일본의 후지산(富士山), 하와이의 킬라우에아 산이나 등
을 산신숭배의 좋은 표본으로 꼽을 수 있다.
한국의 산에 대한 토템이나 애니미즘적인 경향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것은
단군신화(檀君神話)에서 찾을 수 있다. 한민족(韓民族)의 발상(發祥)과 건국이
산에서부터 비롯했음이 잘 나타나 있다.

옛날에 환인(桓因)의 서자(庶子) 환웅(桓雄)이 항상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세상을 몹시 바랐다. 아버지는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 보매 인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주어, 내려가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은 그 무리 3천 명을 거느리고 태백산(太伯山:태백은 지금의 묘향
산임) 꼭대기의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내려와서 다스리는 터전으로 삼았
다. 이곳을 신시(神市)라 불렀다. 이 분을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 한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기이편(紀異篇)｣의 기록이다. 이 건국 신화는 한민
족의 발상지가 산이었고 산에서 태어나 산에서 생활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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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국 신화에서 ‘(하늘에서) 태백산 꼭대기의 신단수(神檀樹) 아래에 내
려와서’라고 한 기록으로 보아 산과 하늘을 결부시킨 숭천(崇天) 의식이 내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숭산(崇山)이나 숭천(崇天)은 고대의 태양 숭배
의 신관(神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태양에 접근하기 위해 높은 산정
에 제단을 마련하고 태양을 숭앙하던 관습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과 ‘산꼭대기로 내려왔다는 것’을 볼 때 고대
선조들은 개국의 시초부터 산을 신성시 생각하는 숭천과 숭산 의식을 품고
왔으며, 이런 의식이 숭천 사상과 숭산 사상의 근원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숭산 사상은 백제에서는 선사신기급산곡지신(先祀神祇及山谷之神)이라는
형태로 산을 숭배했고, 신라는 삼신산(三神山), 오악(五嶽)에 제를 지내면서
나타났다. 신라의 삼신산은 금강산(金剛山), 지리산(智異山), 한라산(漢拏山)
을 말한다. 오악은 동악에 토함산(吐含山), 서악에 계룡산, 북악에 태백산(太
伯山), 중악에 부악(父岳), 남악에 지리산을 칭한다. 고려 때는 국호를 ‘산은
높고 물은 맑다[山高水麗]’의 약칭으로 ‘고려(高麗)’라 하였고, 사악신(四嶽
神)으로 지리산, 삼각산(三角山), 송악산(松嶽山), 비백산(鼻白山)을 삼고 제사
를 지냈다. 조선 전기에 와서 오악은 동악이 금강산, 서악은 묘향산, 북악은
백두산, 남악은 지리산, 중악은 삼각산으로 삼았다. 또한, 오진(五鎭)을 설치
해서 백악산(白嶽山)을 중심으로 동진의 오대산(五臺山), 서진의 구월산(九月山),
남진의 속리산(俗離山), 북진의 장백산(長白山)으로 하여 산신제를 지내고 국
가의 안녕을 기원하였다.
이러한 삼신산과 오악에 대한 자연신제(自然神祭)는 높은 곳, 즉 산에 제단을
마련하여 제사한 것만이 아니라 태양신에 접근하려고 한 것으로도 해석되며,
신화(神話)의 현신(現神, 살아있는 신)은 하늘 또는 태양의 신과 직접적인 연
관을 가지고 산마루 제단을 통해 은혜에 감사하며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
원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 한국 고유 신앙의 하나로 1925년 최남선(崔南善)의 ｢불함문화론(不咸文
化論)｣에서 “밝은 뉘[光明世界]의 태양 숭배인 민족 종교가 있어 후일에 가
서는 ‘부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천도(天道)의 밝은 세상을 실현하
는 고래(古來)의 민족교가 있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부루’는 ‘밝을 뉘’가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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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말로 상고조선의 고유한 신앙인 태양숭배를 의미하며, 이는 하느님께 대
제례(大祭禮)를 드리고 국가와 민족의 대사를 결정했던 것을 말한다.
부루는 신라 중엽 551년(진흥왕 12)부터 팔관회(八關會)라는 이름으로 처
음 행하여졌고, 고려 시대 태조 때에 ‘천령(天靈), 오악(五嶽), 명산(名山), 대
천(大川), 용신(龍神)을 섬기는 대회’라고 하여 불교의식과 더불어 더욱 성행
하여 국가적 제전이 되었다. 여기서 ‘오악, 명산, 대천’에 큰 제사를 지냈다는
것으로 보아 고대인들에게 숭천·숭산 사상은 하나의 신앙적 대상이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명산에 ‘밝’을 백(白)으로 지칭하여 백(白)자가 붙어 있고,
그 주봉(主峰) 이름이 부루와 같은 발음인 비로가 적용되어 비로봉으로 된
것도 숭천․숭산 사상에서 연유한 것이다.
백두산의 경우 백(白) 이외에도 불함(不咸), 태백(太白), 장백(長白), 백산
(白山) 등은 빛[光], 하늘[天], 밝음[明]과 같은 뜻의 이름이다. 또 백운대(白
雲臺, 서울 북한산), 백양산(白楊山), 백석봉(白石峰), 백마산(白馬山), 백설산
(白雪山), 백암산(白庵山), 백우산(白羽山), 백적산(白積山), 백하산(白霞山),
백화산(白華山) 등도 거의 “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백산(박산,
밝산)이 그 원뿌리인 태백산(太白山), 소백산(小白山), 장백산(長白山), 함백산
(咸白山) 등도 마찬가지다.
또 비로봉을 가진 산들을 보면 금강산, 속리산, 용문산, 오대산, 치악산, 소
백산, 팔공산 등의 주봉이 비로봉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비로봉의 이름 유
래가 부루교에서 나온 것인가. 불교와 연관된 것인가는 여러 의견이 있다. 불
교에서의 부루는 승려가 불교 경전 속에 있는 부루와 비슷한 발음인 비로를
찾아 붙였다고 하는데, 범어 Vairocana는 부처의 진신(眞身)을 나타내는 칭호인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로 이는 산스크리트어로 ‘태양’을 뜻한다. 이 밖에도
천, 황, 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도 “백(白)”이라는 뜻의 비로와 같은 뜻이
라 한다. 즉, 천신과 사람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인 산과 봉은 밝은 뉘, 밝안,
밝밖이 되고 또한 부루로 되었는데, 이는 결국 옛날 신정시대(神政時代)에 있
어서 신앙에 의하여 생겨난 이름이 그 산 모양에 따라 그대로 전해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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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루’는 ‘신명(神明)의 옛말’이란 풀이로 사전에 나오는데, 후대에 이
르러 일반 가정에서 깨끗한 곳에 그릇을 두고 새 곡식으로 담아 두었다가 고
사를 지내고 다시 새 곡식을 담아 두는 것을 ‘부루 단지’라 하였다. 이때의
‘부루’도 부루에서 온 민속 신앙이라고 한다.
그 외 부루와 연관성 있는 것은 명산에 신을 받들어 제를 지내기 위한 제
단의 기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중요 제단으로는 백두산의 흥국영응왕(興國
靈應王)으로 장백산신(長白山神)의 묘단(廟壇)을 세운 것을 비롯하여, 지리산
에 남악사(南嶽祠), 덕유산에 산제당(山祭堂), 서울 북악(北嶽)에 백악사(白嶽
祠), 남산에 목멱신사(木覓神祠) 등이 있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의하면 명산에 사당이나 제단을 세워
사전(祠典)을 지내는 대사(大祠), 중사(中祠), 소사(小祠)를 두고 조정이나 고을
현감들이 나라 이름으로 제사를 올렸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고대 신앙으로서
뿐만 아니고 하나의 국사(國事)로도 산은 숭앙의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테면 고려를 세운 왕건이 자기가 “온 산천의 음우에 힘입어 대업을 이루
었다[朕賴三韓山川陰佑以成大業]”고 한 것도 곧 산천이 도와서 대업을 이루
었다는 산의 초자연적 신력(神力)을 믿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이 밖에도 동국여지승람에 전국 500여 고을에 주산(主山)또는 진산(鎭山)
이라 하여 명산대천단(名山大川壇)에 제사한 것 등이 기록되어 있다. 또 고대
사회에 삼산제가 있어 후에 고려시대에 와서 삼소제(三蘇制)로 발전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신성한 산악이라는 뜻으로 산악 숭배의 삼신 사상에서 기원
한 것이라 한다.
고려 시대에 풍수도참설(風水圖讖說)이 풍미하였는데, 이는 삼국 시대의 삼
산제의 유풍과 결합하여 삼산, 삼소는 비단 숭산뿐만 아니라 길지(吉地)와 가
지(佳地)를 택해 조궁(造宮)·천도(遷都)하는 기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숭산 사상은 단군 신화로부터 유래하여 부루교, 삼산, 삼소제, 팔관
회, 진산, 신산(神山) 외에도 신라 때의 오악의 숭산 사상은 비단 원시신앙에
끝나지 않고 민간의 토착종교 또는 민속적 신앙으로 깊은 뿌리를 내려 결국
민간신앙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산신을 위함으로써 제액초복(除厄招福)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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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고 믿고, 이로 인해 고을의 평화와 안녕을 산이 지키고 그 해의 농사
도 주관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따라서 산은 그들의 애니미즘의 대상이었고
외경하였으며 후에 민속적 신앙으로 전승되었다.
산은 한국인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며 인생의 귀의처이다. 그리고 산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의 거주지로서 신성의 영역이었으므로 외경의 장(場)이
며 숭배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풍토적인 자연조건은 고유한 민속신앙으로 숭
앙되면서 애니미즘의 민속을 형성하고 나아가 토착적인 민속신앙으로 전승되
어 샤머니즘 (shamanism)의 대상이 되었다.
국조 단군이 수(壽)를 마친 후 아사달의 산신이 되었다는 삼국유사의 기
록은 우리 민족과 산신 신앙과의 관계를 시사하는 주요 자료이다. 산신 신앙
은 산 자체를 신으로 여기거나 산에 인격적인 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고 제
사하는 산제나 산신제를 지내는 것과 또 신을 모셔 당집을 제당, 산제당, 산
신당, 산신각이라 한 것에서 볼 수 있다. 명산의 대표적 산신제로는 두타산․
태백산․ 치악산․ 오대산 산신제가 있다.
민속 신앙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심마니들의 산삼(山蔘)의 신조(神助)나
산신과 호랑이의 전설적인 민간 토착신앙의 대상을 산으로 하는 것과 민속놀
이로서의 지신밟기는 산과 연유한 민속적 신앙으로 볼 수 있다. 또 무속으로
서의 성황은 진산이나 산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서 지금까지 대관령
성황신제, 강릉 단오제로 계승되어 오고 있다.
서울 인왕산(仁旺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기자암(祈子巖)의 이름이 있는
곳도 또한 자연신에 대한 민속적 신앙이며, 예로부터 산천을 공경하고 두려
워하며 명산에 빌면 발원(發願)이 성취된다고 믿었던 것도 우리 민족의 자연
숭앙의 한 형태이다.
고려시대에 풍미했던 풍수도참설(風水圖讖說)도 중국에서 비롯한 풍수지리
설의 영향에서 장풍(藏風)의 선악(善惡)과 득수(得水)의 길흉을 알고자 했던
것도 천지 산천에 좋은 땅을 찾아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기원에서였다. 조선
태조가 왕도를 한양으로 정한 경위도 이러한 풍수도참설에 기인하였다는 기
록은 잘 알려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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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산법전서(山法全書)의 감여설(堪輿說)은 이러한 것을 구체화한 산
에 대한 외경과 숭앙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명산에 자리하고자 한 대
찰과 사원도 불자(佛者)의 좌선(坐禪)의 터 및 입산(入山)이 불교에 귀의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풍수설에 따른 것으로 보아 풍수설은
개인과 국사(國事)뿐만 아니라 종교에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

3) 수도(修道)와 산
산은 심신을 닦는 도량이기도 하다. 신라의 화랑도(花郞徒)는 국선도(國仙
徒), 풍월도(風月徒), 원화도(源花徒), 풍류도(風流徒)라고도 하는데, 이름난
산야를 다니며 심신을 수양하였다. 울주군 두동면 천정리 일대는 화랑의 도
량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산을 다니며 문과 무를 익히는 제도는 유교, 불
교, 도교가 신라에 전래되기 이전부터 우리 선조들이 행해 오던 생활의 지침
으로 생각되는데, 모두 산이 있어 가능했다. 이 활동 속에는 한국 고유의 사
상도 익혔을 것이다.
화랑도는 그 가르침을 받들어 수련한다고 하여, 자유스러움과 호방함을 보
여주는 선풍(仙風)과 유교, 불교, 도교의 3교를 포괄하여 이루어진 풍류도가
화랑의 기풍과 정신세계의 한 바탕이 되었다. 화랑도의 생활양식 중에서 ‘유
오산수 무원부지(遊娛山水 無遠不至)’는 그들의 정신수양과 심신단련의 방법
으로 명산대천의 승지를 찾아 청유(淸遊)하였는데, 이를 도교의 무위자연사상
(無爲自然思想)과 결합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최남선은 이 화랑도의 연유를 “부루, 붉은 뉘”의 한국의 고유 민간신앙에
서 전승되었다고 보았으며, 부루교에서 성지순례(聖地巡禮) 행사로 하는 명산
대천을 돌아다니는 행위와 국토에 대한 바른 인식의 필요성이 화랑도들의 생
활과 수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산천을 순례하며
심신을 연마하기 위하여 관동의 여러 승지와 지리산, 금강산에 이르기까지
전국의 산을 찾아다녔다는 기록에서 산천이 주는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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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감득했다고 보는 것이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화랑의 놀이터로 추정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이 장소는 뒷날 조선 시대
선비들의 시회(詩會) 장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당시에 정신수양이나 신체단련의 터전으로 명산대
천을 가까이하였다 것은 산을 숭상할 뿐만 아니라 이미 산의 미(美)를 인식
하고, 산이 인간에게 주는 정신적 수양의 대상이라는 점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고 있음에 착안했을 것이다. 그리하
여 산이 지닌 미적, 유람의 기능은 예술적 대상으로, 또는 심미적 대상으로
시인 묵객들에게 다가갔다. 실제로 남명 조식(曺植)의 ｢유두류록(遊頭流錄)｣
을 보면 산의 아름다움이 잘 묘사되고 있다.
또 경주시 건천읍에서 청도 운문댐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오르다가 큰 호수
를 지나면서 왼쪽으로 접어드는 길로 들어서면 단석산이 나오는데 이곳도 심
신 수련과 관련이 깊다. ‘단석산(斷石山)’은 ‘돌을 자른 산’이라는 뜻으로

김

유신이 화랑으로서 이 산에 들어 무예를 수련하다가 칼로 바위를 내리치면서
하늘에 기원하기를, “이 바위가 둘로 갈라지면 통일이 되고, 아니 갈라지면
통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겠나이다.”고 했는데 마침내 유신이 내려치는 칼
에 바위가 두 동강이 났다는 전설도 있다.

4) 예술(藝術)과 산

산이 문학과 예술의 소재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6세기 전후로 볼 수 있
다. 노장사상(老莊思想)에 투영된 산수가 수양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낙
도(樂道)의 이념적, 심미적 장소로 널리 인식되면서부터 예술의 소재로 등장
했다. 그러다가 그림 쪽에서 산수화가 나타나게 된 것은 10세기쯤으로 우주
적 조화의 체험과 심리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이 대두되면서였다.
한국에서는 5세기경을 전후하여 고구려 고분 벽화의 인물도와 수렵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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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부터 벽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독립된
회화로서의 산수화로 시발한 것은 고려 시대에 이르러서라 할 수 있다.
산수화란 산수 자연을 대상으로 인간의 철학적, 심미적 사상을 표출한 예
술의 한 분야다. 자연 그 자체의 표현인 동시에 사람 스스로가 자연에 대해
보고 느낀 자연에 대한 감상을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북송(北宋)시대 곽희(郭熙)의 林泉高致<山水訓> 중에,

산은 물로써 혈맥을 삼고, 초목으로 모발을 삼으며, 안개와 구름으로써
神彩를 삼는다. 그러므로 산은 물을 얻어야 활기가 있고, 초목을 얻어야
화려하게 되며, 안개와 구름을 얻어야 빼어나게 곱게 된다. 물은 산을 얼
굴로 삼고, 정자로써 (얼굴에서 제일 비중이 큰) 눈썹과 눈으로 삼고, 고
기 잡고 낚시하는 광경을 그 정신(물의 意趣)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물은
산을 얻어 풍치가 아름답게 되고, 정자를 얻어야 명쾌하게 되며, 고기 잡
고 낚시하는 광경을 얻어야 정신이 넓게 퍼져 환하게 된다. 이것이 산수
의 포치이다.
山以水爲血脈 以草木爲毛髮 以烟雲爲神彩. 故山得水而活 得草木
而華 得烟雲而秀媚. 水以山爲面 以亭爲眉目 以漁釣爲精神. 故水得
山而媚 得亭榭而明快 得漁釣而曠落 山水之布置也.

라고 하여 산수를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몸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처럼 동양인들은 산수를 우주의 근본으로 생각했을 뿐 아니라 인격처럼 살아
꿈틀대는 생명체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산수화는 그 어떤 장르보다 사람의
사상이나 철학적 생각들을 보다 다양하게 작품에 담아온 예술 작품으로

동

양인의 미의식이 가장 잘 반영된 장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산수화는 동양
인이 지니고 있는 자연관을 높은 차원으로 승화시킨 예술 표현의 분야로 창
의력이 두드러진 장르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시대의 산수화는 전기부터 한국적인 실경산수화가 발전하기 시작하여
인종 때 이령(李寧)의 <산수누대도(山水樓臺圖)>, 명종의 <소상팔경도(瀟湘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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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圖)>, 공민왕의 <산수도(山水圖)>, 필자 미상의 <금강산도>, <진양산수
도>, <송도팔경도> 등이 문헌에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그 진면목을 보
여주는 우수한 작품들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조선시대의 산수화의 특색은 산수를 씩씩하고 낭만적으로 묘사했으며, 실
경산수의 전통이 뿌리를 내리고, 구도, 공간처리, 필묵법, 준법, 수지법(樹枝
法) 등에서 한국적 화풍이 형성되었다.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園
圖)>, 강희안(姜希顔)의 <인왕산(仁王山圖)>, 정선의 <금강전도(金剛全圖)>․
<인왕제색도(仁王霽色圖)>, 심사정(沈師正)의 <방심주산수도(倣沈周山水圖)>,
이정근의 <설경산수도(雪景山水圖)>, 이인상(李麟祥)의 <산수도(山水圖)>, 강
세황(姜世晃)의 <산수도(山水圖)>, 김정희(金正喜)의 <산수도(山水圖)>, 김홍
도(金弘道)의 <산수도(山水圖)> 등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수화
의 대가들이 등장하였다.

<그림> 조선시대 작자미상 <관서명승도첩(關西名勝圖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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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정선 <금강전도(金剛全圖)>

이와 같이 산은 그림의 대상이 되어 이것을 예술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정서
함양은 물론이고, 나아가 숭산 사상과 더불어 하나의 산수향(山水鄕)의 이상
향(理想鄕)을 구현하는 의미도 지니게 되었다.
한편 문학은 원시 종합 예술 형태로 시작되다가 무용이나 음악과 노래가
각각 분리되어 시(詩)가 되었다. 이것이 한동안 구전하다가 문자로 정착된 것
을 문학이라고 한다. 즉 문학의 발생은 문자의 발명보다 훨씬 전의 일이다.
문학은 풍요를 기원하고 자연에의 외경심을 말한 주문, 기도에서 기원한다.
손발장단을 치면서 주문을 외우는 데서 음악이나 춤과 함께 시가 발생했껤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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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데서 음악이 문자가 생겨난 뒤에도 문학에서 그것을 사용한 것은 훨씬 뒤의
일이다. 여러 세대 동안 구비문학의 시대가 계속되다가 종이와 인쇄술이 발
명되어 책에 의해 문학이 널리 유포되게 된 것도 훨씬 뒤의 일이다.
고대 문학 작품들은 운문(韻文)과 산문(散文)으로 구별된다. 운문은 사람을
지배하며 공포를 주는 초자연적인 힘을 경외․진정시키는 운율이 있는 것으로
서 반복구를 비롯한 여러 시적 기법이 사용된다. 또한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말을 기억하는 데에는 규칙성이 있는 말이나 두운(頭韻), 각운(脚韻) 등의 형
식이 중요한 도움이 된다. 이와 달리 산문은 사람들 사이의 모든 관계, 예를
들면 계약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림> 김정희 <산수화(山水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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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의 초기의 형태는 신령을 위한 내용이나 제사적인 서사시가 그 시대의
산천에 대한 고대의 종교적 신앙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 담
겨져 있는 뜻은 집단의 안녕과 풍요에 대한 기원이며, 이러한 주술적 사고는
구체적으로 춤이나 노래로 나타났다. 고대인의 경천사상 및 자연숭배사상은
인간의 삶과 절대 격리될 수 없는 법칙이나 질서가 되어 고대인의 생활전반
을 좌우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가락국의 ｢구지가｣는 건국신화와 연관된 노래로서 구지봉 꼭대기에서 거북
으로 상징된 생명의 머리를 내놓으라고 노래했던 주술행위는 집단 노동요와
연관된다. 또 신라 향가인 융천사의 ｢혜성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식행사
에서 주술가로 불러졌는데, 옛날 사람들의 주술의식이 자연에 대한 경외와
숭배의 마음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이후 고구려의 가요, 신라의 향가, 그리고 백제 가요 등으로 발생한 고대의
구비문학은 차차 산을 심미적 대상으로서 보는 초기적 운(韻)의 형태를 보여
준다.
고려에 와서 시가(詩歌) 속악(俗樂) 등에서 산천을 주제로 한 것을 찾아볼
수 있고, 한편 ｢청산별곡(靑山別曲)｣은 유랑하는 농민들의 절박하고 괴로운
심정을 노래한 것인데, 여기서 ‘청산(靑山)’은 달나라에 신선들이 산다는 청
허부와 같은 인간 세상의 진경을 청산으로 인식한 것이다. 고려 말에 두문동
(杜門洞)의 은일은 유교적 충절의 결실일 뿐 아니라, 사대부가 산에 은신하여
변절을 거부하며 현실을 외면하던, 산이 충절의 터였음도 증명된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가사문학에서 산의 미와 생활을 적극적인 문학의 대상
으로 삼았음을 더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극인(丁克仁)의 ｢상춘곡(賞春曲)｣,
송순(宋純)의 ｢면앙정가(俛仰亭歌)｣, 정철(鄭澈)의 ｢관동별곡(關東別曲)｣․｢성산
별곡(星山別曲)｣, 박인로의 ｢사제곡(莎堤曲)｣ 등이 있다.
또 시조에도 산을 읊은 것이 적지 않은데, 맹사성(孟思誠)의 ｢강호사시가
(江湖四時歌)｣, 이황(李滉)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이이(李珥)의 ｢고산
구곡가(高山九曲歌)｣, 윤선도(尹善道)의 ｢산중신곡(山中新曲)｣, 정시한(丁時
翰)의 ｢산중일기(山中日記)｣ 등은 가사문학과 함께 한국 국문학 사상의 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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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자탑이며, 모두 산과 자연을 읊고 산천 속의 생활을 구가하던 명작이
다.
특히 조선조에 와서는 산이 유배지의 한 부분으로 당쟁의 소용돌이에서 밀
려나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는 공간이었으며, 유배문학의 좋은 매체가 되었
다. 천석고황(泉石膏肓)으로 인해 산을 추구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 운수
(雲水)의 행각(行脚)을 즐기던 수많은 시선묵객들은 때로 현실에 항거도 하
고, 혹은 산에 은둔하면서 이 나라 산천의 송가(頌歌)를 남겼다. 이러한 은일
(隱逸)의 행각은 충군애국(忠君愛國)의 비분으로 풍월에 부치기도 하고, 자연
의 무한성에서 번잡함을 피하려고 한 은일사상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산을 예술적인 심미의 정서로 삼고 추구하는 것은 오늘날 현대
인들의 성정도 마찬가지로 옛날과 다름이 없다. 문학과 예술의 다양한 장르
의 수많은 작가와 화가, 서예가들이 대자연의 미를 이상으로 삼고 현실과 조
화를 구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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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산
우리나라 산에서 으뜸은 백두산이다. 백두산(白頭山)은 북한 지역과 중국
길림성(吉林省)과의 경계에 위치한 휴화산(休火山)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백색의 부석이 얹혀 있어 마치 흰 머리와 같다고 하여 '백두산'
이라 부르게 되었다.
백두산은 현재 꼭대기에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호수인 천지를 경계로 북한
과 중국의 국경을 이루고 있다. 1712년(숙종 38년)에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청나라의 제안에 따라 경계비인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
界碑)를 세우기도 했다. 원래 백두산 북쪽의 토문강이 국경이었는데, 한국전
쟁 이후 북한과 중국의 국경 획정 시에 백두산 천지를 반으로 분할하였다고
한다. 중국에서는 장백산(長白山)이라고도 부른다. 높이는 2,744m이다.
백두산에서 지리산(智異山)에 이르는 백두대간(白頭大幹)은 한반도의 기본
산줄기로서 모든 산들이 여기서 뻗어 내렸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한민족에
의해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었다. 또한 단군이 탄강(誕降)한 성지로 신성시
되었다. 민족의 성산으로 이름 높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풍치와 특이한
동식물들이 많은 것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다. 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뻗
은 장백산맥의 주봉으로 최고봉은 장군봉(將軍峰)이다. 2,500m 이상 봉우리
는 16개로 향도봉, 쌍무지개봉, 청석봉, 백운봉, 차일봉 등이 있다. 정상에는
천지(天池)라는 칼데라 호가 있다.
한국이나 중국의 관광객들은 보통 중국 쪽으로 올라간다. 북한 쪽에도 많
은 산봉우리들이 있지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백두산에는 많은 자연 온
천이 있고, 두 갈래의 형제폭포와 중국 쪽의 비룡폭포 등 여러 개의 폭포가
있다.
천하의 명산 금강산(金剛山)은 태백산맥에 속한 높이 1,638m의 산이다. 금
강산의 이름 금강은 불교에서 유래하였으며, 불교에서 금강은 불퇴전(不退
轉), 즉 물러나지 않는 진리를 향한 굳은 마음을 의미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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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은 아름답기로 예로부터 유명하며, 대대로 많은 예술가들의 탐방처
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금강산은 계절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른데 봄에는
금강산(金剛山), 여름에는 봉래산(蓬萊山), 가을에는 풍악산(楓嶽山), 겨울에
는 개골산(皆骨山)으로 각기 그 특징을 드러내 부르고 있다. 금강산의 크기는
동서로 40㎞, 남북으로 60㎞, 총면적 530㎢인데, 수많은 봉우리, 오랜 기간
의 지질 활동과 풍화 작용으로 생긴 기암괴석 및 폭포, 바다를 낀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침엽수림과 활엽수림으로 덮여 있다. 흔히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뉘며, 때로는 외금강의 남쪽 지역이 신금강으로 분류
되기도 한다.
곳곳에 자연미와 조화를 살린 유서 깊은 사찰과 석탑․불상․불당(佛堂)․암자
등이 많다. 금강군 일대에는 고인돌 16기, 만폭동과 옥류동에는 바위글씨가
있다. 계절에 따른 아름다움이 각각 다르다.
금강산은 남북으로 뻗은 대 단층선을 따라 지층이 단락(斷落)하여 기복이
천 수백 미터에 달하는 단층지괴가 형성되어 있어 경관의 골격이 이루어졌
다. 화강암체가 식어서 굳어질 때 생긴 무수한 수직․경사․판상․궁융상 틈결이
오랜 세월 풍화․삭박 작용으로 다종다양한 절리가 조밀하게 진행되어, 1만
2000봉이라 일컫는 기묘한 봉우리를 비롯한 천태만상의 기암괴석을 이루고,
거대한 암괴(岩塊), 암판(岩板) 등이 변화무쌍한 계곡을 이루고 있다. 수많은
계곡 곳곳에는 폭포, 소, 여울을 이루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다.
북송대의 시인 소식은 “고려국에 태어나서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
이다.”라고 했는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그 기록이 전해 온
다.

이 산은 천 개의 봉우리가 우뚝 솟아, 높고 절묘함이 으뜸이며, 또한
불서(佛書)에 담무갈보살(曇無竭菩薩)이 거하던 곳이란 이야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사람 세상의 정토(人間淨土)라 이른다. 전하기로는, 어느
중국인이 “고려국에 태어나서 직접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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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山千峯雄立 高竣奇絶 以爲之冠 且以佛書有曇無竭菩薩所住之說 世
遂謂人間淨土 諺傳中國人亦云 “願生高麗國 親見之”

또 선조 때의 정철은 ｢관동별곡｣에서 관동팔경과 금강산 일대의 절경을 가
사로 노래하였으며, 영조 때의 정선은 금강산의 풍경을 많이 그린 화가로 유
명하다.
영국의 여행가 이사벨라 비숍도 1890년 금강산을 여행 후 다음과 같이 기
록하여 금강산의 경관을 찬미하고 있다.

여기 11마일에 걸친 금강산의 자태는 세계 여느 명산의 아름다움을 초
월하고 있다. 대협곡은 너무나 황홀해 우리의 감각을 마비시킬 지경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금강산에는 총 108개의
사찰이 있었다. 또 기록에 나오는 암자들의 이름을 종합해 보면 무려 180여
개나 된다. 하지만 신계사,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와 같은 금강산 4대 사찰
이외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아마 조선왕조의 불교 억압 정책 등의 이유가 아
닌가 한다. 그나마 4대 사찰도 한국전쟁 도중 대부분이 파괴되어 남은 것은
내금강에 위치한 표훈사뿐이다.
금강산은 지리적 조건과 특수한 기후 조건 때문에 무려 1,125종의 식물과
3백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며 1백40여 가지의 고유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금강산의 동물은 식물에 비해 많지 않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중요한 지역으
로 68종의 포유류와 2백여 종의 조류, 9종의 파충류, 10종의 양서류, 여러
계곡에는 30여 종류의 담수어가 서식하고 있다. 희귀동물 중에는 반달가슴
곰, 사향노루, 산양 등이 있다.
한라산은 제주도 중앙부에 솟아 있는 산이고, 높이 1,950m이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정상에는 둘레 약 3㎞, 지름 500m의 화구호인 백록담(白
鹿潭)이 있으며, 주위 사방에 흙붉은 오름(土赤岳), 사라 오름(砂羅岳), 성널
오름(城板岳), 어승생 오름(御乘生岳) 등 360여 개의 측화산을 거느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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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남쪽 땅에서 가장 남쪽에 있으면서도 가장 높은 산이다. 북에는
백두가 남에는 한라가 한반도의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늦봄까지 꼭
대기에는 하얀 눈이 남아있어 신령스럽기까지 하여 금강산, 지리산과 더불어
한국의 삼신산(三神山)으로도 불려진다.
한라산은 둥근 하나의 산봉우리지만, 동서로 약간 길면서 영실로 대표되는
남쪽 면은 경사가 급하고 관음사와 어승생악쪽의 북쪽면은 완만한 편이다.
아래서 보면 골짜기조차 없이 평탄해보이지만 정작 산을 오르다 보면 산 전
체가 아주 험난하고 오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몇 개의 지정코스가 아니면
입산을 금지한다.
한라산의 특징 중 하나는 맹수가 없는 대신 식물분포는 세계적이다. 해안
지대에는 폭포와 주상절리 등 아름다운 화산지형이 펼쳐지고, 해발고도에 따
라 아열대․온대․냉대 등 1,800여 종에 달하는 고산식물이 자생하여 식생의 변
화가 뚜렷하다. 봄의 철쭉․진달래․유채, 가을의 단풍, 겨울의 설경과 운해가
절경이며, 곳곳에서 한라산의 상징인 노루를 볼 수 있다.
지리산은 고대 신라 때부터 금강산, 한라산과 더불어 삼신산의 하나로 알
려져 왔으며 우리나라 5악 중 하나인 남악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머물면 지
혜로운 사람으로 달라진다 해서 “지리산”이라 불렸다고 한다. 또한 백두산이
반도를 타고 내려와 이곳까지 이어졌다는 뜻에서 두류산이라고 불리기도 하
고 불가에서 깨달음을 얻은 높은 스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방장의 그 깊은 의
미를 빌어 방장산이라고도 불린다.
지리산은 1967년 12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으
로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북도 남원시, 경상남도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3개 도, 5개 시․군, 15개 읍․면에 걸쳐 있는 곳으로 면적이 440.5㎢에 이르러
설악산의 2.2배, 한라산의 3.4배로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
하고 있다.
남한 제2의 고봉인 천왕봉(1,915m)을 비롯하여 제석봉(1,806m), 반야봉
(1,732m), 노고단(1,507m) 등 10여 개의 고산준봉이 줄지어 있고 뱀사골계
곡, 칠선계곡 등 6개의 계곡과 구룡폭포, 불일폭포, 용추폭포, 등선폭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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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개의 폭포 등 뛰어난 명승지를 자랑한다. 천왕봉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주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남북으로 큰 강이 흘러내리는데, 하나는 낙동
강 지류인 남강의 상류로서 함양과 산청을 거쳐 흐르고, 또 하나는 멀리 마
이산과 봉황산에서 흘러온 섬진강이다.
이들 강으로 화개천, 연곡천, 동천, 경호강, 덕천강 등 10여 개의 하천이
흘러들며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치로 ‘지리산 12동천’을 이루고 있다. 한랭한
고산지대와 온난한 산록지대가 있어 824종의 식물이 원시림상태를 유지하고
421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인 사향노루를 비롯하여 수달,
청설모, 오소리, 담비, 반달곰 등의 희귀한 동식물이 보호를 받고 있다. 또한
화엄사, 쌍계사, 연곡사, 대원사, 실상사 등의 대사찰을 비롯하여 많은 암자
가 남아 있으며, 문화재로는 화엄사 각황전앞석등(국보 12호) 등 8점의 국보
와 56점의 보물들이 있다.
설악산은 백두대간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암산이다.
높이 1,708m이다. 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라는 뜻에서 예로부터 설산(雪山),
설봉산(雪峰山), 설화산(雪華山)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금강산(1,638m)을
서리뫼[霜嶽]라고 한 것과 관련해 우리말로 설뫼[雪嶽]라고도 하였다. 남한
에서는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산이다. 금
강산과 더불어 한반도의 2대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으로 단풍명소다. 속초시
와 양양군 강현면․서면, 고성군 토성면과 인제군 인제읍, 북면까지 걸쳐 있는
광대한 산이다. 1708m의 최고봉 대청봉을 기점으로 서쪽의 인제군 쪽을 내
설악, 동쪽의 속초시와 고성군, 양양군 쪽을 외설악이라고 하며, 이를 다시
북내설악․남내설악, 북외설악․남외설악으로 구분한다. 관모산(冠帽山:874m),
천불동계곡, 울산바위, 권금성(權金城), 금강굴 외에 비룡폭포, 토왕성폭포,
귀면암(鬼面巖), 와선대(臥仙臺), 비선대(飛仙臺) 등 기암괴석과 계곡이 절경
을 이룬다. 이들을 잇는 통로가 고산준령을 넘기로 이름 높은 한계령, 진부
령, 미시령 등이다. 북쪽으로는 향로봉(1,293m)․금강산, 남쪽으로는 점봉산
(點鳳山:1,424m)․오대산(1,563m)과 마주한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1982년 8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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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보존지역․
관광지로 이름이 높다.
식생 분포도 다양해 온대 중부지방의 대표적인 원시림 지역으로 꼽힌다.
특히 대청봉에 군락을 이루어 자라는 눈잣나무와 눈주목은 남한에서는 찾아
보기 힘든 북방계 고산식물이다. 그 밖에 소나무, 벚나무, 개박달나무, 신갈
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눈측백, 금강초롱꽃, 금강분취 등 총 882종의 관
다발식물이 분포하며 이 가운데 65종이 특산식물, 56종이 희귀식물이다. 동
물은 사향노루, 산양, 곰, 하늘다람쥐, 여우, 수달 등 희귀종을 포함하여 총
39종의 포유류와 62종의 조류 및 각종 파충류, 양서류, 어류, 곤충 등이 서
식한다. 1965년 11월 천연기념물 171호로서 전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1970년 3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태백산은 경상북도 봉화군과 강원도 영월군, 태백시 경계에 해발 1,567m
로 높이 솟은 산이다. 예로부터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을 머리에 이고
있어 민족의 영산으로 여겨지는데, 지금도 매년 개천절에 이곳에서 하늘에
제를 올린다. 예전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천제단과 산 정상 밑 해발
1,500m에는 단종대왕을 모신 단종비각과 한국명수 100선중 으뜸이라는 용
정이라는 우물이 있다. 그리고 사찰로는 망경사, 백단사, 유일사, 만덕사, 청
원사 등이 있으며 매년 개천절에 제를 올리는 단군성전이 있다.
최고봉인 장군봉(將軍峰)과 문수봉(文殊峰:1,517m)을 중심으로 비교적 산
세가 완만해 경관이 빼어나지는 않지만 웅장하고 장중한 맛이 느껴지는 산이
다. 남성다운 웅장함과 후덕함을 지니고 있으며 울창한 산림과 수려한 경관
이 유명하다. 태백산의 산 정상에는 고산식물이 자생하고 있으며 봄이면 산
철쭉, 진달래가 만개해 자태를 뽐내며, 여름에는 울창한 수목과 차고 깨끗한
계곡으로 피서지로 각광받는다. 가을은 오색단풍이 아름다워 단풍 관광지로
좋고, 겨울에는 흰 눈으로 뒤덮인 주목군락의 설경은 일품이다. 또한 겨울철
태백산은 만년설이라 해도 무방할 만큼 첫눈이 4월 초봄까지 간다.
5월말부터 6월초까지 흐드러지게 피는 철쭉은 다른 어느 철쭉 여행지보다
도 아름답다. 넓고 시야가 탁 트인 정상부근에 끝없이 펼쳐진 철쭉밭이 탄성
을 자아내게 하는데 특히 태백산 정상의 검붉은 주목 군락과 붉은 철쭉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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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한 조화를 이뤄 환호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소백산은 우리 민족의 영산(靈山)이며 영남지방의 진산(鎭山)으로 높이
1,439m이다. 경상도․강원도․충청도 3도의 경계를 지으면서 태백산에서 남서
쪽으로 뻗은 소백산맥 중의 산으로서 영주, 예천, 단양, 영월 네 고을의 배경
이 되어 고장의 평화와 행복을 수호하며, 기품 있는 선비의 풍모처럼 맑고
수려한 기상의 영기(靈氣)어린 성산(聖山)이며, 또한 지맥의 흐름으로는 한반
도의 척추 부분에 해당하는 중요한 곳이다. 특히 소백산 허리를 감돌아 오르
는 아흔아홉 굽이의 죽령(竹嶺)은 영남의 3대 관문중 하나로서, 그 옛날 과
거길 선비들의 수많은 애환이 서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주봉인 비로봉(毘盧
峰, 1,439m)에는 천연기념물인 주목(朱木)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고장 선비들이 한양의 궁궐을 향해 임금과 나라의 태평을 기
원하였다는 국망봉(國望峰:1,421m)과 소백산 천문대가 있는 연화봉(蓮花
峰:1,394m), 그 옛날 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도솔봉(1,315m) 등 많은 산
봉우리들이 연이어져 있다. 소백산 중턱에는 신라시대 고찰 희방사(喜方寺)와
비로사(毘盧寺)가 있고, 희방사 입구에는 영남 제일의 희방폭포(28m)가 있
다. 북서쪽은 경사가 완만하며 국망천이 흐르고, 동남쪽은 경사가 심하고 낙
동강 상류로 들어가는 죽계천이 시작된다.
식물은 한반도 온대중부의 대표적인 식생을 갖는 지역으로서 낙엽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철쭉 등 관다발식물 1,000여 종, 동물은 멧돼지 등
1,700여 종이 분포한다. 주봉인 비로봉은 수많은 야생화와 함께 희귀식물인
에델바이스(외솜다리)가 자생하고 이곳에서부터 연화봉 일대에는 주목(천연
기념물 244)의 최대 군락지가 펼쳐져 있다.
치악산은 높이 1,288m로 차령산맥에 솟아 있다. 본래는 가을 단풍이 아름
다워서 적악산(赤岳山)이라 불렀으나 상원사에서 뱀에게 잡힌 꿩을 구해준
나그네가 그 꿩의 보은으로 위기에서 목숨을 건졌다는 전설에서 연유하여 꿩
치(雉)자를

써서

치악산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다.

주봉인

비로봉(飛盧

峰:1,288m)을 비롯하여 매화산(梅花山:1,084m), 향로봉(香爐峰:1,043m), 남
대봉(南臺峰:1,182m) 등 1,000m 이상의 산이 남북으로 뻗어 하나의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주능선을 경계로 남동쪽 사면은 비교적 완경사, 북동쪽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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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소초면 구룡사에 이르는 북쪽은 매우 가파
른 능선과 계곡이 형성되었다.
남동쪽 강림면 부곡리 신막골 일대에 넓은 고위평탄면이 발달했다. 동쪽에
서 발원하는 물이 주천강으로 흘러들고, 서쪽에서 흐르는 물은 섬강으로 흘
러든다. 식생은 성황림(城隍林:천연기념물 제93호)을 비롯해 젓나무, 들참나
무, 대나무, 피나무, 가래나무, 층층나무, 들매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등이 울
창하며, 파랑새, 호반새, 딱따구리, 꾀꼬리 등 희귀조류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다. 산세가 웅장하고 경관이 뛰어나며 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해 있어 원주
시를 포함한 일대가 1973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1984년에 총면적
182.1㎢의 치악산국립공원으로 승격되었다. 울창한 숲, 기암괴석과 층암절벽
으로 이루어진 사다리골, 상원골, 산성골, 범골, 입석골 등의 계곡, 구룡, 세
렴폭포,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약수 등의 명소가 많다. 북쪽 산록 소초면 학
곡리에 있는 구룡사는 신라 문무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했는데 용 9마리가
살던 못을 메우고 지었다는 전설이 있다.
구룡사 대웅전(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4호)을 비롯해 거북바위, 구룡소 등
의 경승지가 있다. 절 주위에 우거진 노송들은 조선시대에 황장목이라 하여
임금의 널을 짜거나 대궐을 짓는 데에 목재로 쓰려고 함부로 베는 것을 금했
다고 한다. 봄에 산신제가 열린다. 원주시 신림면 성남리에는 상원사가 있으
며, 계수나무, 용마바위와 법당 벽에 꿩의 보은설화를 그린 벽화가 있다. 석
경사는 고려 말의 충신 원천석의 은둔지였으며, 그의 묘소와 사적을 기록한
묘갈, 재실이 있다. 태종대, 할미소, 대왕재 등 많은 명소가 있다.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인 이곳은 험준한 산세와 지리적 여건으로 천연의 요새였으며,
남대봉 서쪽 기슭에 합단(哈丹)의 침입과 임진왜란의 격전지였던 영원산성을
비롯하여 금두산성․해미산성지 등이 있다.
계룡산은 높이 845m이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논산시․공주시 경계에 있
는 산이다. 차령산맥 서남부에 솟아 있으며, 금강에 의한 침식으로 이루어진
산지이다. 주봉인 천황봉을 비롯하여 연천봉, 삼불봉, 관음봉, 형제봉, 도덕봉
등 20여 개의 봉우리들이 남북방향으로 이어지다가 동쪽으로 2줄기, 서쪽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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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줄기를 뻗치고 있어, 전체의 모습이 마치 닭 볏을 쓴 용과 같다고 하여
‘계룡산’이라 했다. 산세가 험하며, 노성천, 구곡천, 갑천 등이 발원하여 금강
으로 흘러든다.
예로부터 신라 5악 가운데 서악(西嶽)으로 제사를 지내왔고, 조선시대에는
중악단(中嶽壇)을 세워 산신제를 지낼 만큼 신령스러운 산이었으며, 우리나라
4대 명산의 하나이다. 정감록에서는 이 산 일대를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로 예언했고 조선 초에는 계룡산 신도안에 왕도를 건설하려 할 정도로
명당이라 알려졌다.
1968년 12월 지리산에 이어 2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원의
총면적은 61.1㎢이다.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산봉․계곡․폭포․암굴 등의 특출한
자연경관을 비롯해 갑사, 동학사, 신원사 등의 고찰과 유물유적이 많아 교육
의 장으로도 적합하다. 고려 말․조선 초 삼은의 위패를 모신 삼은각과 사육신
의 초혼제를 지냈던 숙모전 등이 있다. 철당간 및 지주(보물 제256호)․부도
(보물 제257호), 구리가 8,000근이나 들었다는 동종(보물 제478호)을 비롯한
보물 6점 외에도 지정문화재 9점, 비지정문화재 10점 등이 보존되어 있다.
또한 계룡8경으로 알려진 뛰어난 경치 8곳이 있는데, 천황봉의 일출, 삼불
봉의 설화(雪花), 연천봉의 낙조, 관음봉에서 바라다보는 흰구름, 동학사계곡,
갑사계곡의 단풍, 은선폭포, 청량사지쌍탑(지방문화재 제1호)이다. 이 7층탑
을 오라비탑, 5층탑을 누이탑이라 하여 오누이탑 또는 남매탑이라고 한다.
속리산은 높이는 1,058m이며, 태백산맥에서 남서쪽으로 뻗어 나오는 소백
산맥 줄기 가운데 솟아 있고 주위에 도장산(道藏山:828m) 등이 있다. 충청북
도 보은군 내속리면과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경계에 있는 산이다. 784년
(신라 선덕여왕 5)에 진표(眞表)가 이곳에 이르자 밭 갈던 소들이 모두 무릎
을 꿇었다. 이를 본 농부들이 짐승도 저러한데 하물며 사람들이야 오죽하겠
느냐며 속세를 버리고 진표를 따라 입산수도하였는데, 여기에서 ‘속리’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전에는 9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구봉산
(九峰山)이라 하였고, 광명산(光明山), 미지산(彌智山), 형제산(兄弟山), 소금
강산(小金剛山) 등 여러 별칭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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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봉인 천황봉(天皇峰)을 중심으로 비로봉(毘盧峰:1,032m), 문장대(文藏
臺: 1,054m), 관음봉(觀音峰:982m), 길상봉(吉祥峰), 문수봉(文殊峰) 등 9개
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 팔경(八景) 가운데 하나에 속하는 명산으
로, 화강암의 기봉(奇峰)과 울창한 산림으로 뒤덮여 있고, 산중에는 1000년
고찰의 법주사(法住寺)가 있다. 봄에는 산벚꽃, 여름에는 푸른 소나무, 가을
에는 붉게 물든 단풍, 겨울에는 설경이 유명하다.
비교적 산세가 험하며 웅장하다. 기반암은 화강암․변성퇴적암이다. 동쪽 계
곡에서 발원하는 물은 낙동강 상류로 흘러들며, 남쪽 계곡에서 발원하는 물
은 금강과 한강의 상류로 흘러든다.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소나무,
졸참나무, 신갈나무, 잣나무, 전나무, 버드나무 등 수림이 울창하다. 특히 산
록에 우거진 조릿대(산죽) 숲이 장관이다. 기암고봉, 울창한 수림, 깊고 수려
한 계곡, 폭포 등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법주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유적 등
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 일대가 1969년에 국민관광지로, 1970년에 국립공
원으로 지정되었다. 1984년 충청북도 괴산군의 화양동도립공원이 국립공원
에 편입되어 총면적은 283.4㎢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보은속리산이라고도 하
는데, 상주속리산 쪽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은 법주사와 같은 유서 깊은
사찰이 없고 교통․숙박시설 등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상주시에 속하는 문장대
는 공원 내 최고의 명소이며, 정상에는 50여 명이 앉을 수 있다.
법주사는 수정봉과 태봉의 산능이 닿는 곳에 있으며, 한국 거찰의 하나로
서 법주사 일원은 사적 및 명승 제4호로 지정되었다. 경내에는 대웅전, 법주
사쌍사자석등(法住寺雙獅子石燈:국보 제5호), 법주사팔상전(法住寺捌相殿:국
보 제55호), 법주사석련지(法住寺石蓮池:국보 제64호), 법주사사천왕석등(法
住寺四天王石燈:보물 제15호), 법주사마애여래의상(法住寺磨崖如來倚像:보물
제216호)과 동양 최대의 철근 콘크리트 입불상인 미륵불상 등이 있으며, 속
리의 정이품송(正二品松:천연기념물 제103호)과 보은 속리산의 망개나무(천
연기념물 제207호)가 자라고 있다. 탈골암이 법주사 위쪽 높이 약 560m에
위치하며, 그밖에 복천암, 중사자암, 상환암 등 많은 절과 암자가 있다. 문장
대를 제외한 봉우리들은 보은 쪽에 있고, 은폭동과 용유동계곡, 쌍룡폭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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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폭포, 장각폭포, 용화온천 등의 명소들은 상주 쪽에 있다.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화양동계곡은 화양동구곡(華陽洞九曲)과 선유동구곡(仙遊洞九曲)으로
나뉜다. 화양천을 따라 경천벽, 운영담, 금사담, 첨성대 등이 좌우로 산재해
있으며, 하얀 돌 위로 흐르는 맑은 물, 울창한 숲의 조화가 절경을 이룬다.
선유동구곡에는 선유동문, 경천벽, 학소암, 은선암 등이 있다.
덕유산은 최고봉은 향적봉(香積峰:1,614m)이다. 덕이 많고 너그러운 모산
(母山)이라 하여 ‘덕유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경상남도 거창군과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安城面)과 설천면(雪川面)의 경계에 솟아 있으며, 북덕유산(향
적봉)과 남덕유산(1,507m)으로 나뉜다.
남덕유산은 경상남도 거창군․함양군과 전라북도 장수군 경계에 솟아 있다.
두 산봉 사이의 약 20㎞ 구간에는 해발고도 1,300∼1,400m의 소백산맥 주
맥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뻗으면서 경상남도와 전라북도의 도 경계를 이룬
다.
주봉우리인 향적봉을 중심으로 무풍면(茂豊面)의 삼봉산(三峰山:1,254m)에서
시작하여 수령봉(933m), 대봉(1,300m), 덕유평전(1,480m), 중봉(1,594m),
무룡산(1,492m), 삿갓봉(1,410m), 남덕유(1,508m)에 이르기까지 장장 100
리길의 대간을 이루어 일명 덕유산맥으로 부르기도 한다.
삼남을 굽어보는 덕유연봉의 최고봉인 향적봉에 오르면 북으로 가깝게는
적상산을 아래로 두고 멀리 황악산, 계룡산이 보이며 서쪽은 운장산, 대둔산,
남쪽은 남덕유를 앞에 두고 지리산, 반야봉이 보이며 동쪽으로는 가야산, 금
오산이 보인다.
향적봉 정상에서 발원한 옥수가 흘러내리며 구천동 33경을 만들고, 북사면
의 무주 리조트, 서남쪽의 칠연계곡을 이루어 수많은 탐방객들을 맞이하는
덕유산은 문산(1,051m), 칠봉(1,161m), 거칠봉(1,178m)등의 고봉 등을 거느
리고 봄철이면 칠십리 계곡에 빨간 철쭉꽃을 피우고 여름이면 짙푸른 녹음으
로 피서객을 손짓하며 가을이면 붉게 타는 단풍으로 만산을 물들이고, 겨울
이 되면 하얀 눈이 뒤덮인 설경 속에 설화를 피워 신비경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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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울산(蔚山)의 산

울산의 산(山)은 지역적으로 지금의 울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산(山)이 그 대
상이 된다. 이 산들이 소재하는 그 지역적 배경을 대강이나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배경은 광역시 지역과 울주군을 포함한다. 이 지역은 원래 언
양현과 울산 도호부였다. 그러던 것이 나라의 정책에 따라 통합, 분리를 반복
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여 언양현이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자, 자립이 어려
운 처지가 되었다. 그 결과 언양현이 울산 도호부에 합치되게 되었는데 그것
이 선조 32년(1599)이다. 그 뒤 연산조(1612)에 다시 언양현을 독립시켰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다시 울산으로 통합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지리적 경계를 보면 북으로는 경주시와 월성이 경계이고, 서로는 밀양과
청도, 남으로는 양산과 경계하고 있다. 동쪽은 광활한 동해 바다이다.
이 범주 안에 있는 행정 구역을 살펴보면 울산 권역에 중구, 남구 동구, 북
구와 울주군이 소속되어 있다. 중구는 울산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곳으로
학성동, 태화동, 복산동, 옥교동 등의 지역이고, 남구는 야음동, 부곡동,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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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용잠동, 성암동 등지이고 동구는 동부동, 화정동, 일산동, 방어동 등이다.
북구는 가장 늦게 울산시로 편입된 지역으로 송정동, 정자동, 화봉동, 호계
동, 신천동 등이다. 울주군은 4개 읍과 8개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언양읍,
범서읍, 온산읍, 온양읍, 그리고 두동면, 두서면, 상북면, 삼남면, 삼동면, 서
생면, 청량면, 웅촌면이 그것이다. 이 지역 안에 밭, 논, 임야(산), 대지, 공
장, 학교, 도로 등이 존재하고 있는데 임야의 넓이가 단연 압도적이다. 울주
군의 경우 전체 면적이 1999년을 기준으로 75,486㎢인데 임야가 53,738㎢
이다. 산이 차지하는 자리가 넓음을 뜻하는데 북구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는
이 권역에 걸친 산들이 많음을 뜻하는 것으로 울산의 산이 그만큼 비중이 높
음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산의 넓이를 말한 것이고 행정 구역상으로 말하는 산들은
서, 남, 북의 여러 고을이나 여타 지역에 걸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동해안을 따라 흐른 동대산이나 무룡산도 있기는 하지만 이 지역의 대표적
인 산은 영남 알프스라고 하여 가지산, 고헌산, 천황산, 신불산, 대운산, 간월
산, 정족산 등 모두가 서남 방향으로 도계나 군계에 걸쳐 있다. 울산의 대표
적인 문수산도 이 지역과 연결되므로 울산의 산은 영남 알프스 중심이라 해
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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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산 등산지도

우리는 아직까지 얼마 이상의 높이를 산이라고 규정한 것도 없다. 높게는
1000m가 넘는 산도 있고 낮게는 100m 내외의 야산도 있다. 산맥이 길게
흐르는 곳에 올망졸망 83개의 산이 독립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이는 국토 지
리원이 제작한 도면과, 산경표를 참조하여 만든 지도와, 산악인들이 만든 지
도를 중심으로 산의 소재를 찾아 정리한 결과다.

울산의 산은 대체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관점이 지도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다.
지도를 통하지 않고는 현장 답사를 통한 확인 방법인데 이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력만이 아니라 시간도 있어야 하고 안내도 따라야 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 있는 것이 교과서적 방법이다. 지도에 나타난 도면을
통해 현상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도면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 이 도면은 이미 앞선 사람들의 노고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다. 국가적으
로 한 것도 있고, 지방 자치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
도 있다.
둘째로 울산의 산을 지형적 바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는 지
역적 산의 생성 과정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그 지방의 산의 특성을 살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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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지질학 연구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수행해 오는 연구
주제다. 대체로 지금까지 울산권역의 산을 지질학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지층
의 융기로 산들이 생성되었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풍화작용으로 현재의 모
습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셋째는 울산의 산을 전통적 풍수 관점에서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를 흔히
동양적 이해라 한다. 산을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풍수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이런 방법이다. 이는 신라를 거쳐 고려에 와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
다. 고려 왕건이 풍수지리설을 신봉해서이다. 그의 훈요십조도 풍수설에서
나온 것은 누구고려아는

일이다. 이 풍수설이 조선조로 오면서 저절로 사대

부들의 교양으로 이어졌다. 풍수설은 처음에는 형기론으로 출발했다. 땅을
유기체로 본 결과이다. 이 형기설은 명산에 제사지내는 행위로 이어졌고 울
산의 우불산도 나라에서 정한 제사터 중의 하나였다. 이것이 조선조에 와서
이기설로 발전되고 음양오행설이 대입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일제 강
점기에 와서는 우리들의 이런 민속적 행위를 이용하여 “조선의 풍수”라는 책
을 발간하여 식민 사관을 덧칠했다. 조상 대대로 산을 바라보는 대상의 하나
로 매우 중시했던 관점이 풍수적 방법이다. 문제는 울산의 모든 산을 오늘의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풍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가이다.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백가쟁명이 되겠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가장 가시적인 울산의 산의 모습을 추적하고 그 전체적인
내용이라도 정리하려 한다. 그러자면 도면에 의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울산권역의 산은 1정맥과 여기에서 갈려나온 4개의 지맥 그리고 하나의
분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정맥은 백두대간 소백산 피재 부근에서 동해를 끼
고 남쪽으로 갈려 나온 낙동 정맥이다. 이 낙동 정맥이 울산권역 산의 중심
축이다. 흔히 이 줄기가 바로 백두대간의 맥으로 오인하기도 한다. 이 낙동
정맥에서 경주 부근의 여러 산줄기가 나타나면서 포항의 호미곶으로 흘러간
호미 지맥, 그리고 토함산 아랫자락의 삼태산에서 남으로 뻗은 태화 지맥이
있고, 정족산 어름에서 문수산으로 달리는 남암 지맥이 있으며, 원효산, 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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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용천산, 대운산으로 뻗은 용천 북지맥이 있다. 여기에 치술분맥이 자리하
고 있다. 이것이 울산의 산줄기의 큰 흐름이다.

이를 좀 더 세밀하게 기술해 보자. 우선 백두대간에서 낙동 정맥까지의 흐
름을 살펴보자.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산줄기에서 하나밖에 없는 대간으로,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그 출발지이다. 이 백두대간은 한반도 산줄기의 발원
지요, 모든 산의 모태격이다. 이 백두대간이 동남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설령
봉 분기점을 만난다. 이 설령봉에서 북으로 뻗어 나간 것이 장백 정간이고,
백두대간은 그 반대의 동남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마대산 분기점을 만난다.
마대산 분기점을 만난 백두대간은 서남으로 청남 정맥이 갈려 나가는데 이
청남 정맥은 웅어수산에서 다시 서쪽으로 청북 정맥을 낳으며 달리고 있다.
마대산의 백두대간은 다시 남쪽으로 내려 와서 두류산과 만난다. 두류산에
서 서쪽으로 해서 정맥을 실려 보내고 남진하여 식개산 분기점을 만난다. 식
개산 분기점에서 서쪽으로 한북 정맥을 분파시키고, 백두대간은 계속 동해안
을 따라 남진하여 금강산, 향로봉, 설악산을 지나 두로봉을 만난다. 이 두로
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줄기에 오대산 계방산이 연결되고 이 줄기가 한강 지
맥, 춘천 지맥, 영월 지맥으로 분파된다.
백두대간은 계속 달리면서 곤사봉, 대관령, 두타산, 덕항산을 지나 피재를
만난다. 태백 부근에 있는 이 피재는 남으로 낙동 정맥을 낳고서, 속리산 천
왕봉, 지리산으로 향하는데 이 줄기가 백두대간의 중심축이다.
피재에서 덕유산, 지리산 방향으로 백두대간을 보내고, 남으로 갈려 나온 낙
동 정맥은 동해안을 따라 내려오면서 소위 영남 알프스를 생성하는데, 이 영남
알프스가 바로 울산권이다. 피재에서 남쪽으로 내리면서 낙동 정맥에 솟은 봉
우리들을 보면, 백병산(1259), 면산(1246), 통고산(1067), 백암산(1004), 명동
산(768), 대둔산(900), 무포산(717), 운주산(806), 인내산(524), 사룡산(683),
단석산(827), 백운산(892), 고헌산(1034), 가지산(1241), 능동산(983), 간월산
(1083),

신불산(1159),

영축산(1081),

정족산(748),

천성산(921),

(810), 봉화산, 을운대 등이 크게 작게 또는 높고 낮게 봉우리져 있다.

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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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산 정상

이 중에서 경주권의 김유신 설화로 유명한 단석산을 지나 백운산에서부터
정족산까지의 범주가 울산권역이다. 경주 영천 권역인 인내산에서 호미지맥
의 시발점이 되는데 이 호미지맥은 울산권역의 경주쪽 울타리 역할을 하는
지맥이다. 이 호미지맥에 연결된 토함산에서 울산 방향으로 삼태지맥이 연결
된다. 호미지맥은 경북권의 인내산에서 용림산, 선도산, 남산 형제봉 대덕산
토함산 그리고 구룡포의 포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토함산에서 삼태산으로, 다시 울산권의 동대산, 탕근산, 동화산, 무룡산, 우
가산, 작은 무룡산, 봉대산 염포산으로 소멸하는 것이 삼태 지맥이다.
백운산에서 원줄기는 낙동정맥이 되어 영남 알프스 그룹으로 가고, 동해안
방향으로 가느다란 줄기 치술 분맥이 연결되는데, 아미산 천마산 용암산이
치술령 고개를 만나는 중간 지점에 있다. 여기서 만난 치술령 줄기가 두동
두서 범서면 쪽으로 오면서 한줄기는 천마산 순금산, 상아산, 입화산, 대봉산
에 잇다르고 다른 한 줄기는 국수봉 옥녀봉, 연화산 무학산을 맺고 있다.

Ⅰ. 울산(蔚山)의 산

67

백운산의 아래쪽 주변에 마병산 봉화산이 있고, 고헌산 줄기에서 이어진
고운산 화장산이 연결되며, 능동산 줄기에서 이어 나온 오두산, 봉화산이 자
리한다.
백운산에서 낙동정맥으로 이어진 산줄기는 정족산까지 울산권역 산의 중심
부를 이루고 있다. 고헌산, 가지산, 능동산, 간월산, 신불산, 영축산 정족산이
바로 그들이다. 고헌산은 언양현의 진산으로 예로부터 명산이다. 가지산과
신불산은 6.25 당시 빨치산의 아지트로 이름이 높았다. 소설 남부군에 소개
될 정도로 산세가 수려하고 정기가 뭉쳐 있는 산이다.
정족산에서 천성산 금정산으로 이어지고, 한 줄기가 울산시가지의 중심부
로 흐르고 있는데 이 줄기의 맥이 남암 지맥이다 이 줄기에는 노상산 운암
산, 남암산, 노방산, 은곡산, 영취산, 문수산, 삼호산, 은월봉, 함월산, 돗질산
이 솟아 있다. 이 산들이 현재 울산 시가지의 중심 산들이고, 그 중에 문수산
이 있다. 이 문수산은 이름 자체가 불교적인데, 그만큼 불교설화가 많고 신
령한 산이다. 근자에 이 산 하나를 주제로 하여 단행본이 나올 예정이라는
데, 그만큼 울산권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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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족산 바위

또 하나의 지맥이 용천 북지맥이다. 이 지맥은 천성산, 용천산, 대운산, 삼
각산, 매읍봉, 화장산, 안봉산, 거남산, 대덕산, 봉화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지맥은 동래쪽의 기장에서 울주군쪽으로 이어져 서생면, 온양읍 온산읍을 지
나는 맥이다. 지금의 처지에서 보면 부산권과 울산권을 구분짓는 경계이기도
한 맥이다.

이상 설명한 것이 낙동 정맥을 근간으로 하여 지맥으로 분리해 나온 흐름
의 개괄이다. 곧, 호미 지맥, 삼태 지맥, 치술 분맥, 남암 지맥 용천 북지맥이
울산 권역 전체를 넘나들며 올망졸망 봉우리를 맺고 있는 것이다.

울산의 지질학적 형성 배경은 보다 복잡하다. 특히 울산 지방의 산형은 지
형적 영향을 많이 받은 산과 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 속에는 1000m가
넘는 산도 있고, 풍수적인 조산과 주산, 그리고 안산도 있다. 특히 우리의 관
심을 끄는 것은 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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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산 정상

울산 권역의 진산은 두 곳인데 하나는 무룡산이고 하나는 고헌산이다. 이
는 모두 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 있다. 최근의 산악인의 저서인 영남알프
스(이병진 저)라는 책에는 문수산을 진산이라 여러 번 기록하고 있다. 이는
착오가 아닌가 한다. 문수산이 울산의 명산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문헌의 기
록에 진산이라는 주장은 없다. 진산에 대한 기록을 검토해 보아도, 전국에서
고을에 따라 진산이 바뀌기는 한다. 양산군이나 봉화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울산의 진산이 문수산으로 기록된 문헌은 없다.
문헌상으로 볼 때, 울산읍성의 진산은 무룡산이고, 언양읍성의 진산은 고헌
산이라 할 수 있다. 이 진산에 대한 기록은 1425년의 경상도지리지와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 1750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세 기록에도 무룡산과 고헌산이 울산과 언양의 진산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진산의 성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아직 이 진산에 대한 유

래와 근거, 그 의미가 명확히 밝혀져 있지 못한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진산
의 개념은 풍수학에서 말하는 조산, 주산, 안산의 개념과는 다르다. 곧 진산
은 나라나 고을의 필요에 의하여 하늘에 제의를 드리는 장소로 삼은 곳이라
는 생각이다.
여기 대하여 근자에 두 개의 논문이 나왔는데, 하나는 ｢제장으로서 산성

70

蔚山 圈域의 山과 그 文化遺蹟

연구｣(정의도)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시기 진산의 특징과 그

의미｣(최종석)

에 대한 논문이다. 이 두 논문도 대체로 진산은 풍수 개념과 다른 제의적 성
격으로 파악하고 있다. 나라의 국태민안이나 고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제의는
통치자들의 필수 행사였다. 이는 국경을 구분 짓는 경계에서 행하기도 하고
고을을 나누는 지점에서 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가능하면 하늘과 닿은
지점, 하늘과 가까운 지점인 산을 정하여 시행했다. 이것이 진산의 의미다.
정의도의 논문은 산성의 발굴 작업을 수행한 연구인데 대부분의 산성이 제
사 장소임이 확인된다는 것이다. 그가 발굴한 산성은 설봉산성, 반월산성, 부
소산성 계족산성, 함안산성 등등이 있는데 제사를 지낸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구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만일 이 산성들이 진산이기만 하면 진산은
제사장소로서의 역할이 주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석의 논문은 진산의
역사적 유래를 살피면서 중국에서의 진산과 조선조에서의 진산 선정 등에 대
하여 치밀하게 논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울산의 진산인 무룡산과 고헌산은 풍수적 의미보다는 제사의
의미로 선정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진산에서 올리는 제사는 산천제의 성격이
다. 산천제는 산이나 내에 드리는 제사로 산신이나 수신에 대한 숭배 의식이
담겨 있다. 이 산이나 내는 부족국가의 경계점이나, 지역 방호의 요새, 또는
집단의 조상에 대한 제사의식을 행했던 곳으로 이해된다.
대부분의 진산은 그 고장의 명산임이 틀림없는데 삼국시대이전부터 그 이
후로 제사의식은 이어져 왔을 것이고 고려시대, 조선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
차원의 제례의식도 거행되었다. 그러기에 무룡산은 울산치소의 뒤가 아닌 동
24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많은 지역의 진산이 풍수에서 말하는 조
산이나 주산의 개념과 겹치고 있기는 하다. 이것은 진산을 정한 시기 문제로
보인다. 중국이나 우리의 진산은 고을마다 정해 있지 않았다. 나라 전체에서
명산이라 하는 몇 곳을 진산으로 정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 나라의 제사를
지냈다.

그런 결과로 고을 마다 진산이 정해지고 풍수 개념이 가미된 것이

다. 진산의 문제는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 되겠기에 여기서는 울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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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대한 검토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울산에 있는 산을 검토하려면 그 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명칭은
시대를 겪으며 변화되고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는데 그 명칭의 유래와 함축
된 의미 등을 모두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명에는 대부분 그 유래가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산의 명칭도 우연히 붙
여진 것이 아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지어지고 고쳐지고 거기에 이야기가 덧
붙고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람에게도 족보에 오르는 이름이 있고 상호
간 부담 없이 부르는 자와 호가 있듯이 말이다. 이 자와 호도 몇 가지 짓는
방식이 있다. 이처럼 산이나 들, 그리고 언덕들에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
방식이 있었을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부지불식간에 그 유래를 잊고 말았
다. 어찌 되었든 거기에는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 들어 있었을 것이다. 조상
들의 생각 속에는 지역의 특징이 반영되었을 것이고, 역사 현장의 기록도 들
어 있을 것이고 신화, 전설, 구비, 민담 등의 이야기도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외래적인 한자어 보다는 전래되는 순 우리말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지명, 특별히 산의 이름을 볼 때 우리말의 흔적을 찾기가 어
렵다. 동대산(東大山)은 읍의 동쪽에 있는 큰 산이요, 무룡산(舞龍山)은 용이
춤추는 산이라는 이름의 한자어다. 우리말의 이름이 언제 한자로 바뀌었는지
탐색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말이 있었을 것이다. 가령 내가
태어난 마을의 지명만 보아도, 앞산띠, 원두고개, 주우불, 냉거랑, 갈밭, 양달,
봇골 등등 모두가 순 우리말이 있었다. 이것이 지금은 모두 한자어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보면 지명은 그 지역적 특징을 가장 많이 반영하여 지었다. 산이
있거나 내가 있으면 이를 넣어 짓고 평야가 있거나 언덕이 있으면 이를 넣어
지으며, 절이 있거나 당이 있으면 이것이 기준이 되고 큰 나무가 있거나 장
승 따위가 있으면 이가 들어간다. 거기에 그 마을의 역사성과 설화성이 가미
된다. 학이 와서 울었다는 설화가 있거나 처용이 나타났다는 바위가 있거나
등도 지명의 유래가 된다.
결국 지명은 지세의 모양, 높고 낮음, 넓고 큰 것, 방위, 색깔, 특징적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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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등등 자연 발생적으로 명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참고로 내무부의 지
명 자료에 의하면 지명에 많이 쓰인 한자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울산
에도 적용될뿐더러, 울산의 산명에도 적용이 될 듯하다. 그 한자를 보면 山,
谷, 新, 大, 松, 川, 峴, 石, 上, 內, 南, 岩, 東, 水,下 浦, 村, 井, 長, 龍, 月이
다. 이 글자들을 분석해 보면 앞에서 말한 그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글자들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울산의 산 이름에도 가장 빈번히 사용된 글
자들이다. 그러나 이 글자들도 한자어로서, 고운 우리말이 밀려나고 대신 지
어질 때 사용된 이름이다.

오늘에 와서 볼 수 있는 산 이름들은 대체로 1914년 왜인들이 행정 편의
상 지명을 한자로 바꿀 때 지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굳이 우리의 고유 지명을 찾고자 한다면 몇 가지 문헌을 통하여 현
재의 이름이 나타난 배경을 살펴 볼 수 있기는 하다. 그 첫째가 현재 규장각
에 보관 중인 울산읍지와 언양읍지가 그것이다. 조선 후기의 호적 대장
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두 고을의 고유 지명을 밝히는데 대단히
유용하다. 두 번째로 우리 지명을 밝혀 주는 것으로는 국학자들의 연구를 통
해서이다. 양주동, 이병도, 정인보, 이기문 교수들에 의하여 고대사나 고대
가요 연구를 통하여 훈차와 음차 또는 이의 혼용을 통한 우리 땅의 지명 표
기에 대한 연구물 들이다. 세 번째로 고 전적 자료이다. 동국여지승람이
그 대표적이긴 하지만 왕조실록이나 개인 문집들에 수록된 기록에서 지명
의 역사나 내용을 더러 알아 볼 수 있다. 특별히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전국
지명은 물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기술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이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이 오늘의 지명이다. 그리고 지명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울산 문화
원에서 발간한 울산지명사 p.29에서 43까지 자세히 정리해 놓았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번다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울산의 산은 울산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산과 울주군에 소재하는 산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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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더러는 두 경계에 걸쳐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가장 주봉이 있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산이 소재하는 지역과 산 이름을 정리

했다.

우선 광역시에 소속된 산은 다음과 같다.

매곡동

동대산(447)

달천동

상아산(236)

화봉동

동화산(236)

야음동

신선산

화봉동

무룡산(451)

태화동

삼호산

정자동

탕곤산

여천동

돗질산

구류동

우가산(168)

용잠동

봉대산

구류동

옥녀봉(167)

전하동

돌안산

화정동

염포산(203)

개운동

개박산

상계동

함월산(138)

선암동

모산

성안동

태봉산(162)

신정동

은월봉

성안동

함월산(200)

달천동

달천산

다운동

입화산(143)

장현동

황방산

천곡동

천마산

동부동

마골산

천곡동

순금산(119)

다음은 울주군 소재 산 이름이다.

굴화리

문수산

동천리

안봉산(121)

둔기리

남암산

중리

화장산

척과리

옥녀봉(447)

학남리

대덕산(104)

만화리

치술령(767)

대송리

봉화산

월평리

묵장산(781)

위양리

용곡산(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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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과리

국수봉(603)

신암저수지 영암산(418)

은편리

연화산(533)

고연리

정족산(748)

망성리

무학산(344)

조일리

노상산(354)

굴화리

영취산(352)

운화리

대운산(742)

복안리

복안산(552)

삼각산(416)

미호리

아미산(604)

불광산(350)

인보리

용암산(589)

화산리

대덕산

내와리

백운산(893)

신밤

금산

궁근정리

고헌산(1034)

종동리

종산

서하리

마병산(511)

원산리

성불산

덕현리

상운산

대안리

천제산

덕현리

가지산(1241)

삼평리

월봉산

덕현리

능동산(983)

우봉리

봉화산

이천리

간월산(1037)

삼정리

노방산(258)

가천리

신불산(1159)

화산리

태봉산

반기리

영축산(1081)

명산리

봉대산

향산리

화장산(270)

곡천리

운암산

천전리

봉화산(350)

이천리

제약산

슬바위산

이천리

천황산

망계산

교동리

부로산

개곡리

은곡산(120)

어음리

고모산

덕하리

돌박산

길천리

밝얼산

하개산

상북

천성산

거남산(169)

이천리

마등산.

학남리

이상으로 울산권역의 산을 살펴 본 결과 울산시의 25개 울주군의 58 모두
83개의 산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도면에 밝혀진 산이름을 채록한
것이고, 표고가 상당함에도 산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것은 앞으로 산의 이름을 하나하나 답사하여 채록하고 정리한다면 산의 숫자
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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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 억새
울산의 산을 조사하면서 아쉬운 점은 충분한 시간이 있어야 했다는 점이
다. 83개 보다 더 많은 산의 현황을 답사하고 각 산의 기능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의 산을 지리적, 역사적 자료 검토,
현장 답사, 지역 문화 조사, 역사 유물 조사, 설화나 민담 조사를 하려면 충
분한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번 울산 발전 연구원의 의욕은 시작에 불과하
다. 겨우 8, 9개월의 시간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일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
길 수밖에 없다.

가령 삼태지맥에 속한 동대산을 보자. 이 산은 동해 바다를 왼 편으로 끼
고 무룡산 동화산 염포산과 같은 줄기에 소속되어 있다. 높이는 500m도 되
지 않지만 울산의 동북 방향에 있는 가장 높고 큰 산이다. 이 산의 반대편에
높고 길게 뻗은 큰 줄기가 바로 치술령이다. 이 동대산은 울산시 북구와 동
해 안 쪽으로, 경주 양남면과의 경계를 이루는 산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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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술령 정상

제대로 동대산의 현재의 모습을 파악하려면 그 높이와 넓이 그리고 산줄기
의 길이를 정확히 실측해 보아야 한다. 지도에서 말하는 학술 용어로 지맥이
라는 명칭이 붙는 경우는, 길이가 100km 내외여야 하는데, 동대산이 딸린
이 삼태지맥도 그런 정도의 지맥이다.
이 동대산을 오르는 길은 세 개의 능선 길이 있다. 신천동에서 골프장으로
이어지는 길과 마동부락에서 넘어가는 길, 그리고 수동 수성 부락에서 오르
는 길이 그것이다. 모두가 양남면 방향으로 통하는 길이다. 그 중 골프장으
로 오르는 길은 차도로 개발된 넓은 길로 이 길을 흔히 기백이재라고 불러
왔다. 동대산 정상을 관광단지화한 길인데, 지역민에게 많은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기도 했지만 자연보호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많다. 동대산을 이해하려
면 이 세 길을 오르내려 봐야 한다. 필자는 이번 기회에 이 세 갈래길을 40
년 만에 다시 오르내리면서 무한한 감회에 젖기도 했다. 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다녔을 때와 지금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
에 없다. 특히 매곡리의 하위 마을인 마동부락에서 동대산 정상으로 오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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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은 옛적 유명한 나뭇길이었는데 지금은 등산로로 변해 있었다. 옛날 이 길
로 소를 몰고 땔나무를 하러 다녔다. 연탄과 석유가 도입되어 지금은 잡목과
숲의 넝쿨에 덮인 길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제자리에서 각기 생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식물의 모습에서 인간살이나 식물이나 삶에 대한
집착은 마찬가지임을 느끼기도 했다.
이 골짜기는 예로부터 자갈이 유명했다. 지금도 골재용 건축자재가 필요하
거니와 마동과 신천 골짜기의 자갈은 특별히 채취할 만큼 가치가 있었다. 그
러나 지금은 골짜기 부근까지 개발이 되어 자갈 구경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역사 유물과 산에 전해 오는 설화도 있다. 이곳은 임란과 관련하여
기박제의 역사 사실이 있고, 신흥사라는 고찰이 있어 불교적 유래가 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신흥사는 신라시대의 고찰로 그 유래가 깊다. 낙서암, 내원
암, 염불암 등의 부속 암자를 거느리고 있는데 주변 경관도 수려하다. 옛 주
소로 강동면 대안리에 소속된 절로 신라 문무왕 13년(673년)에 명랑스님이
창건하였고, 건흥사라 이름 했다. 뒤 1626년 인조 4년에 보한 스님이 중건을
했다. 문무왕 때의 창건이면 감은사나 문무대왕의 수중릉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지금도 이 절에 적을 둔 신도가 많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한다.
동대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동해 바다의 광경은 매우 광활하다. 동대산에서
남쪽 무룡산으로 이어지면서 펼쳐지는 자연 경관은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커 보인다. 무룡산에 전해오는 용의 전설, 기우제 이야기, 그리고 진산으로서
의 역할 등도 세밀하게 조사 되어야 할 내용이다.
동대산의 생태학적 연구도 그렇다. 동대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나
무, 그리고 골짜기마다 꽉 들어찬 참나무의 수해는 대단한 장관을 이루고 있
다. 특히 비탈마다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매우 가치가 높다. 과거 신흥사를
중심으로 빽빽이 들어섰던 소나무의 숲이 다시 형성되어가고 있다. 이를 국
가 관리 차원에서 잘 보호해야 할 것이다. 동대산 정상에는 벌샘이라는 샘물
이 있다. 높은 산에 솟는 물의 물맛이 그리 좋을 수 없다. 그리고 봄철에 생
산되는 고사리와 참나물의 산지로서도 이름이 높다. 참꽃이라 불리는 진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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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광도 유명하다. 지금은 개발에 밀려 없어졌지만 약수마을 뒷산의 송이
는 유명했다. 한 때 이곳에서 나는 송이 수입으로 마을이 풍요로워졌다고도
했다.
동대산 정상을 개발하여 골프장을 시설하고 각종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편의를 보살펴 준 공로도 있다. 그러나 농약의 살포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
언덕의 개간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인위적 형성 등등 아쉬움이 많다.
지하자원의 상태도 암반이나 지질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번 조사
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원형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활용하고 잘 보존되도록 힘써야 한다. 계절에 따
른 소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 인간에게 주는 공기(산소)의 양과 지하수
의 공급 상황 등도 조사되어야 하지만 구체적 연구가 미흡했다.
동대산을 중심으로 발생하여 자연마을이 된 곳의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인구가 얼마이며, 환경의 문제, 생산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 무엇보다 오랜
세월동안 살아온 인간에 대한 조사도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여러 여건 상
도저히 힘이 미치지 못했다. 동대산 하나만 해도 이처럼 해야 할 조사가 많
다.
이번 산에 대한 연구는 울산 권역 산의 전체적인 개괄만 할 수밖에 없었
다. 심도 있게 83개의 산 하나하나에 대한 조사가 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일
정과 인력, 여건 등등이 부족하여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
다. 그리고 크게 아쉬운 것은 인문적 조사의 미흡이다 이것도 차츰차츰 해나
가야 할 일이다. 다만 여기서는 산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있음을 알리고 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지으려 한다.

이제 지금도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산의 원형을 훼손하고 있거나 훼손한 경
우 몇 곳을 지적하여 산의 중요성과 원형 보존을 촉구하려 한다. 이 글의 주
요 목표의 하나가 이것이다. 현재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되고 있는 곳의
일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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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구 농소의 매곡지방 산업단지와 인근 약수동산에 울산외고 설립을
위한 개발
2. 오션 사우나 골프장과 콘도 및 각종 위락 시설(경주시)
3. 경주시 외동의 모화 공단과 문산(과거 우박, 석계)공단이 모두 인
근 곳곳에 산을 깎아 조성함
4. 외동읍 냉천 서라벌 골프장, 냉천공단
5. 울산시 상북 배내재, 배내골의 연수원, 가든, 팬션
6. 울산시 북구 농소 달천 공단 및 인근 아파트 단지
7. 울산시 중구 성안동의 함월산 정상 개발(아파트, 주택지)
8. 울산시 울주 검단 지역 정족산 자락 전원 주택지 난개발
9. 백운산에서 고헌산을 지나와 항재까지 파헤쳐진 방화선
10. 간월산의 병풍 바위 주변의 잘려 나간 산허리
11. 지경 고개에서 정족산까지의 개발, 훼손(골프장, 공원묘지)
12. 무룡산 너머 정자 대한 마을 일대의 위락시설

이 밖에도 원형을 보존하지 못한 곳이 한둘이 아니다. 온산읍지에 따르
면 원산리의 천제산은 거의 본모습이 없어졌다고 한다. 공업화 때문이다. 이
온산의 원로이신 노관택 원장님(전 서울대학병원장)의 호의로 자료(온산읍
지)를 보게 되었다. 비단 천제산만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산의 기능과 가
치를 너무 현대적 경제 가치로 환산한 결과로 생각된다. 산이 그 곳에 있었
던 것은 모두 이유가 있는 것이다. 풍수적 접근이 아니라도 산의 인간에 대
한 시혜가 크다. 이제라도 그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자연 보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서두에 말한 미국의 국립공원 옐로우스톤은 자연 보호의 세계
적인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자연 훼손
은 바로 그 지역 주민에게 영향이 미치기 때문이다. 심하게 말하면 풍해, 수
해의 원인도 여기서 유래된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은 많은 계도가 이루어졌
지만 주민들에게 널리 자연 보호의 중요성을 반복 주입해야 한다. 이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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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 주요 산
이제 울산 권역의 대표적인 산 몇몇을 골라 그 개략을 살펴 아래에 실으려
한다. 분명히 밝혀 두거니와 아래의 내용은 창의적이라기보다 종합 정리의
글이다. 울산문화원의 울산지명사, 울산 문화원발간 울산문화, 김원의
울산의 등산로, 강길부 의원의 저서인 향토와 지명 외, 울산 향토사연구
회의 향토사보, 이병진의 영남 알프스, 부산은행 발간의 역사향기를
찾아서 등에서 발췌도 하고 보완도 했다. 특별히 울산지명사에 힘입은 바
크다. 각 저자께 감사드린다.

가지산(가지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및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과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경계
2. 높이 - 1,240m
3. 특징 - 낙동 정맥의 중부에 해당하는 곳에 가장 높은 산이 가지산이다.
그 주변자락에 딸린 산으로 운문산(1,190m), 천황산(1,189m), 고헌산
(l,033m) 등과 더불어 중심을 이루는 산이다. 태백산맥의 남쪽 끝자락을
형성한다. 위의 산 외에 신불산(1,209m), 간월산(1,083m), 영취산(일명
취서산:1,059m)과 함께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며, 이들 가운데 가장 높다.
인근의 영취산, 천성산(812m) 등과 함께 1979년 11월 도립 공원으로 지
정되었다.
밀양강의 지류인 산내천(山內川), 무적천(舞笛川)의 발원지이며, 남쪽의
천황산 사이 산내천 하곡부(河谷部)의 산내면 시례(詩禮)에는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얼음골이 있다. 정상 부근에는 바위 능선이 많고 나무가 거
의 없는 대신 사방이 탁 트여 가을이면 곳곳이 억새밭으로 장관을 이룬
다. 높이 약 40m의 쌀바위도 유명하다. 이 쌀바위 설화는 인간의 탐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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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교훈적이다. 또 가지산을 까치산이라고 고
로들이 부르고 있는데, 해동고승전이나 삼국유사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동쪽 상북면 계곡에는 통도사(通度寺)의 말사이자 비구니 도량인 석남
사(石南寺)가 있다. 이곳에 절의 창건자인 도의국사(道義國師) 사리탑인
석남사부도(보물 369)와 석남사삼층석탑(울산광역시 유형문화재 22) 등의
문화재가 있다.

神佛山)

신불산(

1. 위치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과 삼남면 경계
2. 높이 - 1,209m
3. 특징 - 태백산계의 내방산맥(內方山脈)에 속하며, 북서 2㎞ 지점의 간월산
(肝月山:1,083m), 남쪽 2.8㎞ 지점의 영취산(취서산:1,059m)과는 연속된
형제봉을 이루는데, 특히 남쪽 영취산 사이 약 3㎞ 구간에는 넓고 평탄한
능선이 이어지면서 억새밭이 펼쳐진다. 이 억새밭이 가히 절경이다.
정상 부근에는 남북 3㎞의 큰 절벽 면이 있고, 동쪽 기슭에 선상지가
발달해 언양분지(彦陽盆地)가 펼쳐진다. 또 간월산 사이의 북서쪽 비탈면
에는 기암괴석이 많고, 남쪽과 서쪽 기슭에서는 낙동강 지류인 단장천(丹
場川)과 남천(南川)이 발원한다.
동쪽과 북쪽 기슭에는 깊은 계곡이 발달하였는데, 북동쪽 계곡의 홍류
폭포(虹流瀑布)가 유명하다. 영남알프스의 7개 산 가운데 가지산(1,240m)
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토산(土山)이다. 1983년 12월 간월산과 함께 울
주군 군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이 신불산은 6.25 당시 공비들의 지
휘소와 은신처가 있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빨치산의 기록을 담은 남부군
이라는 소설에도 신불산이 소개되고 있다. 배내재에 있는 베네치아 산장
뒤편으로 한참 오르면 옛 공비지휘소가 있던 전망대가 있다. 이 전망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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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바라보면 영남알프스 산군들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다. 가지산, 간월
산, 신불산들, 모두 영산이다. 영기가 서린 산들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래 지역에 많은 인재가 배출된 것인가.

밝얼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거리와 길천리 일대
2. 높이 - 알 수 없음
3. 특징 - 이 산은 배내봉에서 간월산 쪽 방향에 있다 주변에 길천 초등학교
도 있다. 이 밝얼산의 지명이 흥미롭다. 밝이라는 말만 보아도 광명이나
불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이 풀이를 해 놓은 울산지명사의 해설을 보자.

천황산을 비롯한 신불산, 간월산, 취서산, 천화현, 부로산 등은 다
한 지괴로 된 산으로써 그 이름이 가진 뜻이 모두 신성(神聖)함과
광명(光明)을 뜻하는 것이라 보아 왔다.
신불산의 불, 천화 현의 불, 부로산의 발, 취서산의 일명인 화석산의
불등은 다 광명을 뜻하는 것이다. 산명에 나타나는 불(火, 弗, 佛)은
[ㅂ,ㄺ]으로써 이는 광명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함은 양 주동(梁柱
東) 교수가 주장한 이래 지금까지 정설로 되어 있다 한다. 그러므로
이 밝얼산도 앞에 든 산들과는 연결되는 한덩어리를 이루고 있는 것
이다. 밝어리산, 밝얼제, 밝얼산등의 이름을 가진 이 산도 광명(光明)
을 뜻하는 산인 것이다.

병풍같이 깎은듯하다는 병풍바위, 총각으로 풍자하는 총각바위가 있으
며 배내와의 경계에는 찬샘이 있어 산의 길손에게 목을 축여준다.
이 산 아래쪽에 소목골못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지명에는 전설이 있
다. 밝얼산에서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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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적이다. 미인 과부가 있었다. 이를 넘보던 사내가 과부를 범하려 했
다. 힘에 밀린 과부가 허락할 테니 산정상에 올라가 소울음을 울고 오라
했다. 이 사내는 허겁지겁 산에 가서 소울음을 울고는 득의에 찬 모습으
로 돌아왔다. 그 새 이 과부는 목을 매 숨져 버렸다는 전설이다. 당시의
정조관념을 보여 주는 설화라 흥미롭다.

肝月山)

간월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등억리와 이천리의 경계
2. 높이 - 1,083m
3. 특징 - 신불산(神佛山:1,209m), 천황산(天皇山:1,189m), 고헌산(高獻山:1,033m)
등과 함께 태백산맥의 남단을 이루며, 이곳에 간월사지가 있다. 왕봉재에
서 천화현 사이의 높은 봉우리다. 울산지명사에서 간월산을 신령한 의
미가 담긴 뜻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간월산은 신불산 북쪽의 준봉으로서 ‘영남 알프스’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간월산에서 발원해 언양 쪽으로 흐르는 시냇물 작괘천은 각양각
색의 바위들 사이로 옥류(玉流)가 굽이치는 아름다움은 절경이다. 간월산
기슭의 등억온천은 게르마늄 함량이 높아 피부병과 무좀에 특효가 있고
당뇨와 고혈압, 신경통 등에도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靈鷲山)

영축산(

1.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원동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상
북면 경계
2. 높이 - 1,059m
3. 특징 - 영축산은 울주 삼남면과 양산군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신불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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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하고 있다. 이 산의 양산 방향에 유명한 통도사가 있다. 이로 보아 불교
와 관련이 깊은 산임을 짐작할 수 있다.
영남 알프스에 속하며 취서산(鷲棲山), 영취산이라고도 하였으나, 이는
신령스런 독수리가 살고 있다는 뜻이며, 통도사 일주문에도 영취산 통도
사로 쓰여 있다. 그러나 2001년 1월 양산시지명위원회에서 영축산으로
통일하기로 하여 영축산으로 지명이 변경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도에는 취서산으로 표기돼 있고 종교학대사전 등에는
영취산으로 올라있으며 법화경 언해본과 불교학 대사전, 통토사의 내력
등에는 영축산으로 기록돼 있다. 양산시는 “석가모니가 인도에서 법화경
을 설파했던 곳이 ‘영축산’이며, 신라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할 때도
이 이름을 본 딴 것으로 전해지므로 영축산이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鼎足山)

정족산(

1. 위치 - 경남 양산시 상북면, 울산광역시 웅촌면 경계
2. 높이 - 762m
3. 특징 - 정족산은 울주군 웅촌,삼남, 삼동면과 양산군의 경계를 이루는 산
으로 가지산 국립공원에 속한다. 정상에 있는 바위의 생김새가 솥발처럼
솟아 있다하여 한자로 정족산이 되었다. 정상의 동쪽 방향에 용바위가 있
는데 신령하여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고, 배의 밧줄을 걸었다는 전설이 있
기도 하다. 이 산의 기슭은 매우 비옥한 흙으로 되어 있어 희귀 식물이
서식하기도 한다. 이 정족산은 원효산, 천성산과 함께 원적산이라 부르기
도 했고 신령한 산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지세가
신령하여 전화를 피할 수 있고, 성인이 날만한 곳”으로 기술하고 있다.
정족산의 삼동면 방향에 무제치늪이 있는데,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잘
보존해야할 문화유산이다. 그 정동쪽으로 원효가 창건했다는 운흥사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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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규모나 내용이 웅장했을 터인데 폐사가 되는 바람에 크게 알려
지지 않았다. 앞으로 이 지역의 집중적인 발굴과 지표 조사가 필요한 곳
이다. 그 골짜기에는 작은 암자들이 있는데, 안적암, 조계암, 대성암, 노전
암 등이 그것이다.

千聖山)

천성산(

1.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웅상읍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과 하북면의 경계
2. 높이 - 922m
3. 특징 - 낙동정맥에 속하며, 천성산은 원효산, 정족산과 함께 원적산(圓寂山)
이라고도 한다. 남서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있는 산이 원효산(元
曉山)이다. 양산시에서 이전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主峰)으로 삼아, 이
전의 천성산(812m)을 천성산 제2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영남알프스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천성산은 산세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수려한 경관의 깊은 계곡과 폭포 암릉의 절경이 어우어지면서 영남알프스
산군 중 사랑받는 대표적 명산으로 꼽히며 영남의 소금강으로 불린다.
천성산은 원효대사가 이곳에서 당나라에서 건너온 1천 명의 스님에게 화
엄경을 설법하여 모두 성인(聖人)이 되게 하였다고 해서 천성산(千聖山)이
라 불린다. 또한 능선에 피어나는 겨울설화는 환상적 아름다움을 연출하
고 가을이면 긴 억새가 온 산을 뒤덮어 낭만과 추억이 어우어지는 등산코
스로 각광받고 있다.
최근에는 천성산 일출이 한반도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
소로 자리잡았다. 특히 천성산 화엄늪과 밀밭늪은 희귀한 꽃과 식물, 곤충
들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있는 생태계의 보고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아
한반도 남부지역의 생태환경을 연구하는 귀중한 곳으로 평가된다. 명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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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연천 계곡에 소담스레 자리 잡은 내원사가 있으며, 신라선덕왕 15년
에 원효가 창건한 사찰로 비구니선원이다. 그 외에 익성암, 노적암, 성불
암등 많은 암자가 곳곳에 있다.
양산시 중앙부를 남북으로 뻗은 정족산(鼎足山) 줄기의 지맥에 해당하
는데, 이 산줄기에 따라 양산시가 동서로 갈리며, 회야강(回夜江)의 발원
지이기도 하다.
특히 이 산은 지율스님의 도룡뇽 사건으로 더 유명해진 산이다.

舞龍山)

무룡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과 화봉동, 강동동 일대
2. 높이 - 452.3 m
3. 특징 - 무룡산은 북구청에서 정자로 넘어 가는 고개의 정상에 해당하는
산이다. 정상에 서면 울산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 보이는 명산이다. 이
산 어딘가 명당이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지관들의 출입이 잦았던 산이며
지금도 옛날의 역사 유물이 곳곳에 발견되기도 한다.
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산을 무리용산(無里龍山)이라 부르고 울산의 지
세를 누르고 지켜 주는 진산(鎭山)으로 나와 있다. 이로 보아, 무리용산이
무룡산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직의 안녕을 비는 제사터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산 아래 지호지간에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의 생가가 있다. 그 조
금 북쪽으로 송정동에는 독립투사 박상진의사의 생가가 있기도 하다. 무
룡산 정상에는 각종 전파를 송수신하는 마이크로 웨버, 안테나가 있기도
하여 미관을 해치기도 하였다. 이 산은 원래 앞을 보지 못하던 슬픈 용의
전설도 있는 신비로움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무룡산 정상에 연못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그 후 정상에
묘를 쓰면 울산에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하여, 가뭄이 들면 무룡산에 누가
몰래 묘를 쓰지 않았나 하여 샅샅이 뒤지고 기우제를 지내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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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獻山)

고헌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상북면, 두서면,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일대
2. 높이 - 1,033m
3. 특징 - 고헌산은 언양의 뒤편으로 높이 솟은 영산이다. 언양이라는 지명
도 이 고헌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헌”(獻)의 음이 약화되어 “언”으
로 되고 산의 남쪽을 양(陽)이라 한데서 “양”이 나와 둘이 합하여 언양이
되었다고 생각 된다. 헌자의 내용을 보면 고기를 삶아 바친 뜻이 들어 있
다 곧, 제사를 지낸 산이라 할 수 있다.
태양을 숭배하는 민족들은 한 발자국이라도 태양에 가까운 높은 산은
태양신에 접근하기 쉬운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높은 고헌산이 제사터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견해는 울산지명사에도 나타나 있다.
고헌산은 언양 사람들이 가뭄이 되면 기우제를 지내던 곳이기도 하다.
이 산 정상에 용샘이 있는데, 그들은 용샘이 있는 높은 정상에서 부정을
피해 하늘과 산신과 비를 다스리는 용신에게 정성껏 비를 빌었다는 것이
다.
동국여지승람에 언양현의 진산(鎭山)을 고헌산으로 삼고 있다. 이 제
사의식은 진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헌산의 남으로는 신불산, 간월산, 영취산(취서산)이 이어져 언양 고을
을 감싸고 있는데, 많은 인물이 배출되기도 했다.

華莊山)

화장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과 온양면 일대
2. 높이 - 361m
3. 특징 - 화장산은 청량면과 온양에 걸쳐 있는 산이다. 이 화장산은 낙동정
맥의 지맥인 용천 북지맥에 소속된 산줄기로 온양고개와 안봉산의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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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라 할 수 있다. 정상에 오르면 회야강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화장산은 고장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곶장산에서 나온 말로 곶은
갑(岬)이다.
화장산 중턱에는 화장굴(華莊窟)이 있는데, 폭 6m, 높이 2m 가량의 굴
이다. 이 굴안에는 옥천이라는 샘이 있어 바위틈에서 맑은 물이 솟아난다.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몸이 불결한 사람이 오면 몹시 더러운
냄새가 나고 샘물이 단류한다고 한다. 지금도 이 굴 안에는 한 암자가 있다.
이 화장산에는 예로부터 전해오는 두 개의 설화가 있다.
하나는 신라 때 이 산에 사냥꾼 부부가 곰 사냥을 나갔다가 오히려 곰에
게 화를 당하여 죽게 되었다. 그것을 모르는 오누이는 부모를 찾으러 산
속을 헤매다가 그만 눈 속에서 죽고 말았다. 이를 애석히 여긴 부모의 영
혼이 오누이의 영혼을 복숭아꽃이 되게 하여 따뜻한 양지쪽에 피게 하였
다. 그때 신라왕의 공주가 병. 그때 약으로 쓸 복숭아꽃을 찾았으나, 때가
겨울철이라 복숭아꽃을 구할 길. 없던 중 이 꽃을 찾피게공주의 병을 고
치게 하였다 한다. 사자(使者)가 그 꽃을 꺾을 때 떨어진 꽃술이 하나는
오빠의 넋인 대숲이 되고, 또 하나의 꽃술은 누이의 넋인 솔숲이 되었다
고 한다.
다른 하나는 신라의 어느 대왕이 병이 들었는데, 복숭아꽃이 병을 고친
다 하여 찾아 헤매던 중 화장굴에서 그 꽃을 찾게 되었다. 찾고 보니, 그
것은 꽃이 아니라 도화라는 이름을 가진 비구니였다. 병든 대왕은 신기하
게도 도화라는 이 비구니를 보고 금방 병이 나았다 전설이다. 화장굴과
화장산의 이름은 이 복숭아꽃의 전설로 말미암아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이 화장산의 능골에는 위열공 김취려의 묘와 유허비가 있다고 하는데
필자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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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殊山)

문수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율리와 범서읍 천상리 경계
2. 높이 - 799m
3. 특징 - 문수산은 울산의 대표산이다. 정상에 서면 울산의 동서남북이 한
눈에 들어온다. 또 울산의 어느 곳에서든지 이 문수산의 위용을 바라볼
수 있다. 울산인의 꿈과 희망을 키워준 산이 문수산이다. 이 산은 청량,
웅촌, 삼동, 범서에 걸쳐 있는데 남암산, 영축산이 이웃하고 있다.
산의 이름이 함축하는 것처럼 불교적이다. 이 산에 있는 불교적인 설화,
유적, 절터 등의 흔적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한 것이 많다. 이 산은
동국여지승람에 등재되는 바람에 문수산으로 자리매김 되었는데, 청량
산(淸凉山)이라고도 했다. 현재의 청량면(靑良面)이 여기에서 지명이 유래
되었다고 하는데, 한자 표기는 다르다.
문수산은 석가모니를 왼 편에서 보좌하는 문수보살이 살았다고 해서 붙
여진 이름이다. 이 문수산은 신라 말 경순왕의 설화가 전해 온다. 경순왕
이 나라의 운명이 막힘을 예감하고 이를 타개하고자 문수보살이 있다는
문수산을 찾았다. 도중에 어린 동자스님이 나타나 조아리기를 “대왕님을
안내하러 나왔다고” 하였다. 믿고 따라 갔는데 태화강을 건너 조금 가더
니 동자승 왈 “더 이상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순식간에 사라졌다.
경순왕은 이 동자승이 문수보살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하늘이 자기를 버
렸음을 알고 세 번 탄식했다. 그러나 혹시나 주변에 있을까하고 세 번이
나 문수보살님 하고 불렀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그 길로 서라벌로 환궁하
여 군신회의를 열어 나라를 고려에 합병시켰다.
오늘의 무거(無去) 지명은 동자승이 사라진 곳이고 삼호(三湖)는 삼호
(三呼)에서, 삼탄(三灘)은 삼탄(三嘆)에서 나온 지명이다.
문수산은 울산의 중앙에 우뚝 솟아 동서남북에서 모두 바라보이는 신령
스런 산이다. 그러므로 이 산은 오늘의 울산을 대표하는 산이라 할 수 있
는데 이 산의 영향으로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있다. 월드컵 축구 경기장
도 문수 이름을 빌어 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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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산 하나만으로 단독 저서가 출판될 예정이란 소식도 있다. 기대할
만하다.

南巖山)

남암산(

1. 위치 - 문수산 남쪽
2. 높이 - 543m
3. 특징 - 남암산은 문수산의 남쪽 웅촌 방향으로 우뚝 솟은 봉우리다.그리
높지 않으나 문수산과 함께 설화가 전한다.
광무(光武) 3년(1899)판 읍지에 남암산을 김신기산(金信基山)이라 했는
데 이는 옛 이름을 그렇게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 김신기산의 유래를 고
찰하여 보면 신라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의 마지막 임금 경순왕(儆順王) 때의 일이다. 경순왕은 백척간두에
선 나라의 장래를 영축산의 문수대성(文殊大聖)의 계시를 받아 결정키로
결심하고 타자와 둘째 왕자를 거느리고 하곡현(河曲懸)의 영축산을 찾아
길을 나섰다.
먼저 태화사(太和寺)에 이르러 참배하고 또 길을 나섰는데 중도에서 길
가에 한 동자승(童子僧)이 나타나더니 대왕께서 오실 줄 알고 산으로 인
도하여 모시고자 왔다고 하였다. 왕은 다행이라 생각하고 크게 만족하여
길을 따랐다.
그러나 삼호(三湖) 앞에서 태화강(太和江)을 건너 얼마가지 아니하여 동
자승은 그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왕은 직감에 이 동자승이 문수보살임을
느끼고 하늘은 이미 나를 저버리는구나 하여 크게 탄식하며 이제는 할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발길을 돌려 월성에 환궁하여 사방의 땅이 다 타인의 소
유로 돌아가고 나라의 힘은 약하고 쇠퇴하여 다시 일으키지 못함을 통탄
한 나머지 고려 태조에 항복하기로 하였다. 이때 군신들의 의논은 제각기
찬반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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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자 마의태자(痲衣太子)는 말하되 “나라의 존망에는 반드시 천명이 있
는 법, 오직 나라 사랑하는 여러 충신들과 함께 민심을 크게 수습하여 나
라를 굳게 하다가 힘이 다한 연후에야 말할 것이나 어찌 1천년 사직을 하
루아침에 쉽사리 다른 나라에 내 줄 것이랴”하였다.
왕이 한숨 지며 말하되 “외롭고 위태함이 이와 같아 형세는 이미 능히
온전할 수 없으니 이왕에 강하지도 못하고 또 약하지도 못하여 무죄한 백
성들을 참혹히 죽게 하는 것은 내 차마 하지 못하는 바라”하고 고려에 국
서를 보내어 귀부를 청하고 말았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을 하직하고 곧 개골산(皆骨山-金剛山)에 들어가 바
위에 의지하여 집을 짓고 마의(痲衣)와 초식(草食)으로 그 생을 마치었다
또 막내아들은 머리를 깎고 화엄종(華嚴宗)에 들어가 중이 되니 이름을
범공(梵空)이라 하고 법수(法水) 해인사(海印寺)에 머물다가 문수산(文殊
山) 남쪽 산에 절을 지어 여기에서 살았으니 그 절 이름을 김신암(金信庵)
이라 하였다.
이 절은 정조 10년(1780)판 읍지를 보면 “문수암 남쪽 3리에 있다.”고
했는데 신라왕의 소창이라 하여 그때까지는 절이 실존하였다. 그 절로 말
미암아 산명을 김신기산(金信基山)이라 하다가 지금은 남암산(南巖山)이라
하게 되었다.

摩骨山)

마골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동구 동부동 일대
2. 높이 - 297m
3. 특징 - 마골산은 지금의 남목 북쪽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은 마골(麻骨)로
도 쓴다. 지역 물산의 특징이 산 이름으로 연결된 경우다. 이 지역에 삼
(麻)이 많이 났는데 이를 벗기면 이 지역의 흰 돌산과 모습이 닮은 데서
지명이 유래되었다. 이 산은 동대산 무룡산의 끝자락에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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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골산에는 울산에서 가장 오래된 동축사(東竺寺)가 있다. 동축사는 진
흥왕 34년(573)에 창건되었는데 이듬해에 삼존불상을 안치하였다. 경순왕
(929)에 중건하기도 했다.
동축사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신라 24대 진흥왕 34년(573) 3월에 하곡현에 외국의 큰 배가 떠왔다
하여 현리가 가보니 서축국(인도)의 아육왕(아쇼카왕)이 문서와 황철
(5,900근)과 황금(3만근)을 배에 실어 보낸 것 이었다. 이 배는 1300여 년
동안 16대국(大國), 500중국(中國), 700소국(小國), 10,000부락(部落)을
두루 거쳤으나 인연이 없어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이 지금의 미포였다.
이 사실을 보고 받은 진흥왕은 황철과 황금은 신라로 운반하여 황룡사
에서 장육존상을 조성케 하고 미포에 절을 짓고 삼존불상을 모시게 했다.
동축사란 이름은 서축국의 동쪽에 있는 나라의 절이라는 뜻이다.

述嶺)

치술령(鵄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과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경계
2. 높이 - 765.4m
3. 특징 - 치술령은 울주군과 월성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큰 고개다. 치술
령의 치(鵄) 자는 솔개를 뜻하며, 술(述)은 수리로 소(蘇), 근(近), 술(戌),
취(鷲)와 마찬가지 뜻으로 높은 산을 의미한다. 즉, 치술령은 솔개가 사는
높은 산이라는 뜻이다. 치술령이 산(山)이나 봉(峯)이 아닌 영(嶺)인 까닭
은 울산 두동쪽 사람들이 경주로 갈 때 이 고개를 넘었기 때문이다.
치술령은 망부석(望夫石)전설로 유명하다. 신라의 장군 박제상이 왜국에
잡혀가자 그의 아내가 치술령에 올라서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 죽어
바위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망부석 전설이다. 망부석은 산정에서 지금도
일본을 바라보고 있다. 후세 사람들은 남편을 기다리다 망부석이 된 김씨
부인이 산신이 되었다하여 치술신모라 높이고 사당을 지어 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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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登山)

마등산(

1. 위치 - 울주군 두동면 이전리의 곽성(郭城)마을 북쪽 일대
2. 높이 - 알 수 없음
3. 특징 - 마등산은 치술령이 서쪽으로 뻗은 한 지맥을 이루고 있는 산인데
두동지방에서는 그 뻗어 내려온 산세가 마치 말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이
를 마등산(馬登山)이라 불러 온다고 한다. 그러나 마등산의 참된 유래는
삼국유사의 신라시조 혁거세왕 조에 나타나는 마등오(麻等烏)와 천룡사(天
龍寺) 조에 나오는 마등오(馬等烏)에서 비롯되었다.
지금도 두동지방에서는 이전(泥田), 만화(萬和), 은편(銀片)의 세 마을들
을 합친 총칭어를 마등 3동이라 부르고 있다.

墨匠山)

먹장산(

1. 위치 -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치술령의 북편
2. 높이 - 772m
3. 특징 - 먹장산은 두동면 치술령의 북쪽에 있다. 석탄이 나기 때문에 이름
을 먹장(墨匠)이라 하였다. 지금도 상월평에는 먹장골이 있으며 한동안 갈
탄을 채굴하였으나 경제성이 희박하여 중단하고 말았다.
박제상이나 치술신모의 설화와 관계를 맺고 있는 치술령의 그늘에 가리
워 오히려 치술령으로 인식하여 왔다. 동국여지승람 ｢경주부｣ 산천 조
에 이르기를 먹장산은 부의 남쪽 30리에 있고 치술령은 부남 36리에 있
다고 하였다.
지도상으로 보면 두동면 상월평(上月坪)의 동쪽 해발 772m의 가장 높
은 산이 먹장산이며 치술령은 그 남쪽으로 발달한 765m의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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含月山)

함월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일대
2. 높이 - 200m
3. 특징 - 함월산은 중구 성안동에 있는 나지막한 산이다. 이 산은 그 지형
상 문수산, 무룡산, 언양의 고헌산과 함께 울산을 상징하는 산이다. 외형
적으로 높거나 장엄하지도 않지만 예부터 사람들은 함월산을 울산의 성산
으로 일컬어 왔다. 그래서 이 지맥을 건드리면 화를 당한다는 속설도 있다.
함월산은 흡사 부채가 펼쳐진 모습으로 그 중앙에 백양사를 품고 태화
강 동천강과 어울려 자연적으로도 강산이 조화를 이룬 명산이다.
동헌을 중심으로 북정, 학성, 복산, 옥교 등 울산의 근원이며 발원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곳들 역시 지형상 함월산의 정기를 받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함월산이란 이름은 울산 내에도 여러 곳에 있다. 대부분 사찰이 있는
앞 뒤 에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달을 숭상하는 불교적 관념이 든 것
이 아닌가 한다. 강동면 신흥사의 뒤산, 일산동 월정사의 앞산, 월봉사의
뒷산, 등등이 모두 함월산이라 한다.

舜琴山)

순금산(

1. 위치 - 울산시 북구 천곡동과 경주 외동읍의 경계
2. 높이 - 122m
3. 특징 - 순금산은 북구 천곡과 외동을 가르는 경계산이다. 일명 순등산(舜
登山) 또는 북신선암(北神仙巖)이라고도 한다. 산세를 보면 백척 층암이
하늘에 솟아있고, 그 허리에는 바위가 움푹 들어가서 작은 방과 같은 것
을 이루고 있다. 또 많은 바위에는 제 나름대로의 이름들이 붙어 있다.
떠덕떠덕하다 하여 떠덕바위, 해가 넘어 가는 바위이므로 해지바위, 높
은 층암을 이루고 있어 이를 층디미바위, 범이 살았다 하여 범굴, 해사(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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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터와 가위터가 있다는 삼신 바위들이 다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또 월성군 쪽으로는 꼬갈붕이 있는가 하면 말안장 같다 하여 안장걸이,
옛날 배(船)가 하늘에서 내렸다 하여 배내리가 있다.
이렇게 바위로 된 풍경이 뛰어 난 것이 순임금의 음악과 닮았다 하여
순금산이라 이르게 되었으며 또한 신선들의 놀던 곳이라 하여 북신선암이
라고도 하고 있다.
또한 순금산의 서편으로는 천마산(天馬山)이 있어 천장봉(天傳峯)이라고
도 부르며 천마산이 남으로 발달하여 달내(達川)에서 망제산(望祭山)을 솟
아나게 하였다.
천마산이 천곡(泉谷)으로 뻗은 곳에는 신선의 손바닥 같다 하는 선장곡
(仙掌谷)이 있다.
이렇게 하여 이 일대에는 순금산, 북신선암, 선장골, 천마산, 천전봉 등
의 신비로운 이름들을 간직하고 있다.
한편으로 순금산을 관문산(關門山)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관문성이 이
산 중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天皇山)

천황산(

1. 위치 - 울주군 상북면 배내골과 밀양 산내 일대
2. 높이 - 1,189m
3. 특징 - 천황산은

울주와 밀양 사이의 경계지점에 있다. 북쪽으로 유명한

밀양의 얼음골이 있는 산이다. 재약산과 이웃하고 있는데 재약산에서 바
라보는 천황산 정상의 모습이 일품이다. 천황산 정상은 숲이 없고 넓고
펑퍼짐하다. 그 모습이 웅장하여 유덕하고 어진 동양의 군자를 연상하는
산이다. 그래서 이름이 천황이라 한 듯하다.

또 산명의 유래가 천왕봉(天

王峰)에서 비롯되었다고도 한다. 아득한 옛날 제정일치시대(祭政一致時代)
의 군장(君長)을 천왕 또는 천왕랑(天王郞), 천군(天君)이라 한 데서 출발
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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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雲山)

백운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일대
2. 높이 - 알 수 없음
3. 특징 - 백운산은 두서에 있는 산이다 글자 그대로 흰구름이 덮인 아름다
운 산이다. 이 산을 신라 시대에는 열박산이라 불리었다. 신라의 김유신이
17세 때에 단석산(斷石山) 석굴에 들어가서 고구려 백제 말갈의 적침을
물리치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할 능력을 하늘에 빌고 있을 때 난승(難勝)
이라는 한 늙은이가 나타나서 그로부터 방술(方術)을 배웠다. 이듬해 서기
612년에 다시 이웃 적병의 침공을 당하여 공은 더욱 비장한 마음을 격동
하여 혼자서 보검을 들고 열박산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서 향을 피우
고 하늘에 빌기를, “적국이 무도하여 시랑(豺狼)과 범이 되어 우리 강역을
침요하여 거의 편안할 해가 없습니다. 나는 한낱 미약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뜻을 화란소청(禍亂掃淸)에 두고 있사오니 상천(上天)
은 하감(下監)하시와 나에게 능력을 빌려 주십시오”라 하였다.
그랬더니 천관신(天官神)이 빛을 내리어 보검에 한 영기를 얻었고 3일
되는 밤에 허숙(虛宿)과 각숙(角宿)의 두 별이 뻗친 신령한 빛이 환하게
내려 닿으니 동요하는 것 같다고 전하여 온다. 위와 같은 사실을 볼 때
열박산은 예로부터 신령한 산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열박(咽薄)이 어디에서 나온지는 확실하지 않다. 울산지명사에서 이두
로 푼 것이 있는데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열박산이 언제 백운산으로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다.

옛날에는 지금의

백운산은 물론이고 그 동편 산 일대를 다 열박산이라 한 듯한데 지금도
마리골(湄湖)에서 살그내(活川)로 넘어가는 재를 열박재라 하고 있는 것으
로 보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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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南山)

거남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면 학남리 일대
2. 높이 - 170m
3. 특징 - 거남산(巨南山)은 온산, 청량면의 남쪽지방에서는 가장 우뚝 솟은
산이다. 한편으로 거남산을 옛 기록에는 대천산(大川山)이라 하였으며 여
기에 있는 못도 대천지(大川池)라 하여 동국여지승람에 올라 왔다.
울산에는 좌수영(左水營)이 관리하여 조함용재림으로 지정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봉산(封山)이 여러 군데 있어 봉산도감(封山都監)을 두
어 감시 관리하고 있었다.

온양면의 안봉산(安峰山)과 고산(高山), 대운산

(大雲山), 청량면의 영축산(靈鷲山)과 대천산(大川山)이 그것이었다. 대천
산은 그 관리하던 구역의 둘레가 45리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의
거남산이다.
또 이 산을 가리켜 구족실(狗足谷)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산봉우리가 개
발의 형국을 띠고 있어 그렇게 부르는 것이라 한다. 그런데 구족실이란
이름은 처용설화에 그 근원을 두는 것으로 이는 매우 흥미롭다.
구족(狗足)의 뜻은 개발이니 이는 ‘개ㅂ,ㄺ(開明)’에서 변한 말이다. 足은
‘ㅂ,ㄺ(光明)’의 차자로 쓴 것이며 이러한 용례는 솥발산의 경우에서도 불
수 있는데 솥발산은 ‘수리ㅂ,ㄺ뫼’의 뜻을 가져 발(足)은 역시 光明인 것이
다. 그러므로 개발산(狗足山)은 ‘개ㅂ,ㄺ산(開明山)’으로써 열밝은 산이 된다.
신라 말 헌강왕의 학성고을에 왔다가 돌아가려 할 때 짙은 운무로 길
을 잃었을 때 동해용을 위한 절을 지어줄 것을 약속하자 가리었던 해가
다시 나와 밝으니 개운포란 말이 생겼다. 개발산(狗足山)도 개운포가 내
려다보이는 산이므로 해가 밝았다 하여 ‘개ㅂ,ㄺ산’이라 하던 것이 지금
은 개발산(狗足山)으로 와전되었다고 지명사에서 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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雲岩山)

운암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일대
2. 높이 - 418m
3. 특징 - 운암산은 웅촌면 곡천리와 대복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의 형상
이 곰을 닮았다 하여 웅촌면이 생겼다고 한다. 울산읍지 면 연혁에 보
면 운암산은 웅촌면의 진산이며 그 모습이 곰과 유사하다고 하고 있다.
이 산은 웅촌면의 북면에서 포근히 마을을 감싸 안으며 겨울의 북풍을
막아주고 남쪽에서 비취는 햇볕을 담아 주거(住居)와 농작물에 이로움을
주고 있다.
읍지의 기술을 미루어 본다면, 웅촌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곰’ 계(系)
지명은 모두 운암산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단(儉丹), 은하(銀下), 곰내, 간
곡(肝谷), 공계(公界), 암실(岩谷), 신암(新岩)의 이름들은 모두 ‘곰’계에 속
하는 지명이다.
웅촌지방의 웅촌, 곰내, 검단, 간곡, 공계 등이 다 신(神)의 옛말 ‘곰’인
반면 검단리의 암실(岩谷)과 운암산 은현리(銀峴里)의 신암(新岩)은 ‘암’에
서 은현리의 은알(銀下)은 ‘엄’에서 비롯된 지명이다.

開薄山)

개박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개운동 일대
2. 높이 - 알 수 없음
3. 특징 - 남구 개운동에 있는 개박산(開薄山)은 옛 지명의 부곡동에 있는
산으로 개운포를 내려다보고 있다. 지금의 SK울산정유공장의 건너편에
자리 잡은 곳이며, 이 산의 이름은 처용 설화와 관련이 깊다. 신라의 그
옛날 헌강왕이 측근들을 거느리고 학성고을에 왔다가 돌아가려할 때 갑자
기 운무가 덮혀 지척을 가리지 못하는 암흑세계가 되어 버렸다.
동해용의 조화인 줄 알게된 임금은 용을 위하여 절을 지어 줄 것을 약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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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운무는 걷어지고 해가 다시 나타나서 밝게 되니 그곳을 개운포라 하였다.
‘開’는 그 음이 ‘개’이며 이는 구름이 열리고 해(日)가 나타난다는 것이
다. ‘薄’은 ‘밝’의 차자이다. ‘밝’은 하늘(天)의 원어 ‘한ㅂ,ㄺ’의 ‘ㅂ,ㄺ(光
名, 國土)’인데 이는 옛 나라이름이나 족명은 물론 지명상에 ‘發, 八, 伐,
弗, 佛, 不, 夫餘, 夫里, 火, 原, 平, 坪, 評, 昭, 明, 自, 百, 伯, 泊, 薄, 荷,
朴’ 등으로 차자되어 왔다. 이렇게 보았을 때 개박산이라 함은 바로 ‘열
ㅂ,ㄺ뫼’가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름이 열리고 해(日)가 나타나 밝았다 하여 부른 것
이 개ㅂ,ㄺ뫼이다. 지명사에 나온 풀이다.
부곡에서 선수로 넘어가는 고개를 돋치고개라 하는데 이곳 역시 해가 돋은
곳이라 하여 돋치고개라 하니 저 영일군의 돋기야와 다를 바 없는 말이다.

母山)

모산뫼(

1. 위치 - 울산시광역시 남구 선암동과 상개동 경계
2. 높이 - 알 수 없음
3. 특징 - 모산뫼는 선암동과 야음동에 걸쳐있는 산으로써 속칭 모살미라 발
음되는 산인데 어미뫼의 뜻을 가진 산이다. 신선암산(神仙岩山)이 있어 모
살미 (母山)는 그 한 줄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신선암(神仙岩)은 바
로 ‘곰바위’이며 신선암산은 곧 ‘곰바위뫼’인 것이다. 이 ‘곰바위’가 바로
여신암(女神岩)이기에 엄뫼(母山)가 된 것이다.
‘ㄱ,ㅁ바위’의 동북족에는 야음(也音)이 있는데 이 야음은 이두로 된 지
명으로서 바로 ‘어미골’ 내지 ‘엄골’인 것이다.
어미골(也音里)을 훈독하여 오늘의 야음동(也音洞)이 되고 어미뫼(母山)
를 훈음독(訓音讀)하여 금일의 모살미(母山)가 되었으나 따지고 보면 그
어원은 ‘곰(神)’에 있어 모두 신령스러운 마을과 신령스러운 산을 뜻하는
신동(神洞), 신산(神山)에 두고 있다. 즉 신선암(神仙岩)에 신인들이 내려
와서 놀았다는 전설이 낳은 지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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扶老山)

부로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와 상북면 천전리, 등억리의 경계
2. 높이 - 351m
3. 특징 - 부로산은 삼남과 상북의 경계에 있다. 지금은 봉화산(烽火山)이라
고도 부르는데 이는 봉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부로산을
봉화산이라 부르게 된 것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울산과 울주지
방의 봉수대가 있던 산의 이름은 거의 다 봉화산 또는 봉대산이라 부르고
있다. 부로산의 어원을 울산지명사에서 풀이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로산은 ‘ㅂ,ㄺ(光明)’의 변한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옛날 우리 겨레들
은 태양의 조림(照臨)을 가장 먼저 받는 높은 산은 신명시(神明視)하여
‘ㅂ,ㄺ ㅇ,ㄴ’이라 하는 계(系)로써 이름 한 것이 많음을 볼 수 있어 ‘白頭,
太伯, 小白, 長白, 白雲, 朴達’ 등 산명이 다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산명을 한자로 씀에 있어 ‘ㅂ,ㄺ’에서 ‘ㄹ’음이 ‘ㅂ,ㄱ’은 ‘白, 朴’
등으로 하였고 ‘ㄱ’음이 숨은 ‘ㅂ,ㄺ’은 ‘八, 鉢, 伐, 弗, 佛, 火’ 등으로 사
음(寫音)한 것이다.
또 이 ‘ㅂ,ㄺ’이 음전하여 ‘부루’로 되어서 ‘毘廬, 飛來, 風流,, 盤龍’ 등
이 차자로 쓰게 되었다. 그러므로 부로산의 부로란 말은 신명하다는 ‘ㅂ,
ㄺ’에서 그 발음관계상 ‘ㄱ’음이 숨어 버린 ‘ㅂ,ㄹ’이 다시 연장음인 ‘부루’
로 음전하여 이것을 한자로 사음한 것이다.
부로산에는 시리성(과부성)과 석수사가 있었고 산의 남쪽 계곡에는 이
름난 작천장이 있다.

古毛山)

고모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송마을과 어음리 일대
2. 높이 - 218.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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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 고모산은 언양의 반송마을과 어음리 일대에 솟아 있다. 대동여지
도에도 고모산(古毛山)이라 표기하고 있다. 언양읍의 반천에는 고무재라는
마을이 있고 여기에서 어음하리로 넘어가는 재를 고무재(態峴)라 부른 것
으로 본다면 얼핏 고모산은 곰산(態山)에서 유래된 것 같이 생각 할 수
있다.
그러나 1937년 7월에 만들어진 언양면 세일반(彦陽面勢一班)을 보면
어음(於音)의 유래를 설명하여 배산(背山)의 형세가 마치 주장고모(走獐顧
母)의 형상을 띠고 있다고 했다. 곧 달아나는 노루가 돌아보는 형국이란
말이다.
이 언양면 세일반의 설을 따르면 고모산(古毛山)이라 하는 산 이름도
고모(顧母)라 하는 말에서 생겼음을 알 수 있는데 고무재라는 산 이름도
고모령(顧母嶺)이라 할 수 있다.
반송리에는 공촌(孔村)과 장촌(張村)이 있어 이 마을들은 다 공씨(孔氏)
와 장씨(張氏)가 처음으로 터를 잡아 살았다. 그러나 이를 주장고모(走獐
顧母)의 산 형국을 미루어 본다면 공촌은 고모촌(顧母村)의 준말로, 장촌
은 장촌(獐村)에서 혹시 유래된 듯하다.
노루(獐)는 시베리아등 북방계통의 민족들이 신성시하여 오던 동물이며
신라 왕관도 사슴뿔을 본 딴 것을 보면 상서로움을 숭상하는 의미가 있다.

蓮花山)

연화산(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일대
2. 높이 - 330m
3. 특징 - 연화산은 두동면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옛 이름은 여나산(餘那
山)이라 했다. 이것이 발음이 유사한 연화산으로 바뀌었다.
고려사에 전하기를 한 서생(書生)이 여나산(餘那山)에 외롭게 살고 있었다
고 한다. 그는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과거에 뽑히게 되었다. 그는 과거
에 합격한 영광으로 큰 세족(世族)의 규수를 맞아 혼인을 하게 되고,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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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길에 나아가 누진하여 드디어 과거의 장시(掌試)를 맡아 보게까지 이르
렀다.
고려 때 관계의 풍조는 과거의 시험관인 장시(掌試)가 되는 것을 큰 영
광으로 생각하였다. 관계의 이러한 풍조는 과거가 끝난 뒤에 합격자들이
찾아와서 사배(射拜)의 예를 행하고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관례였다.
여나산(餘那山)의 서생이었던 그에게도 예외 없이 합격자들이 찾아와서
사배를 베풀었다. 이때에 그 혼가에서는 영광된 기쁨에 넘쳐 노래를 지
어 불렀다. 이 일이 있은 뒤로 부터의 일이었다. 장시자(掌試者)를 위한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는 이 노래를 먼저 부르는 관례가 생겨나게 되었
다. 또 그 노래의 이름을 여나산곡(餘那山曲)이라 하였다.
여나산(余那山)이라 하는 어원은 남내뫼(南那山)에 있는데 남내뫼는 남
쪽나라의 산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증명하여 주는 것은 은편
(銀片)과 이전(泥田), 만화(萬和)의 3개 리는 신라의 마들귀(麻等鳥)로서
마들귀 역시 남쪽들이란 말이다. 울산지명사의 설명이다. 이러한 여나산
(余那山)이 지금은 여화산(蓮花山)으로 변하였다.

隱月峰)

은월봉(

1.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서 옥동, 삼호 경계
2. 높이 - 90m
3. 특징 - 은월봉(隱月峰)은 신정동과 삼호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나지막하
다. 이 산명은 세종실록에도 등장한다. 은월봉은 남산(南山) 또는 산성뫼
(山城山), 비내봉(釵峯, 飛來峯) 등으로도 불리어 왔다.
이 은월봉은 동국여지승람의 울산 팔영에도 들어 있는 절경이다. 은월
봉은 달 그림자가 이 봉우리에 숨는다 하여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실제
로 정포와 이곡의 아름다운 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옛 시인들이 태화루에
서 본 정경이 그러했을 듯하다.
남산이라 부른 것은 고을의 남쪽에 있어서 그렇게 부른 것인데 속칭 남

Ⅰ. 울산(蔚山)의 산

103

산12봉은 옥티(玉峴)까지의 산맥을 총칭하는 것이다.
산성뫼라고 한것도 은월봉의 뒤에 토성터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작
은 토성은 부족 집단시대의 것으로 생각되며 여기에서 신라 토기조각과
옛 기와편을 지표에서 수습하기도 했다. 토성이 있었으므로 산성뫼라 부
른 것이다.
비내봉도 그렇다. 은월봉의 태화강 쪽을 내려다보는 벼랑에는 비내바우
(釵岩)가 있었다. 이는 마치 비녀(釵) 같이 생겼다 했다. 은월봉에 있는 팔
자암(八字岩)이 신명(神明)을 뜻하는 ‘밝마치위(八巖)’라는 것과 비내바우
또한 ‘빛나봉(白峯, 明峯)’에서 유래된 것을 본다면다. 은월봉본시 국어는
비내봉(釵峯, 飛來峯) 이었을 듯하다. 속칭 비내바우란 것이 본시 국어하
는 것은 아마 비내봉월봉와전일 것이다. 햇빛우(죵일 먼저 비치는 산봉우
리를 ‘비치난’이라 하던 것이 ‘빛난’으로 약칭 비 ‘빛난’은 다시 ‘빛나’로
변하여 필경에는 ‘빛나봉(白峯, 明峯)’으로 된 것이라 한다. 이것을 한느 마
치꾸어 씀에 불교적 문느 는 ‘般若峯’이니 ‘昆盧峯’이니 ‘飛來峯’이니 하
는 등으로 되었고 속설로는 비내봉(釵峯)으로 되어 옥녀집금혈(玉女執琴
穴)이니 무엇이니 하는 풍수설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편으로 팔자암(八字岩)이라 하는 넓은 바위가 은월봉의 동쪽 해받이
에 있다. 이 ‘八’은 신명(神明)을 뜻하는 옛말 ‘白, 明’이 변한 것이다.
은월봉을 비내바우와 팔자암의 두 가지 이름을 미루어 보아 비내봉(釵
峯, 飛來峯) 이라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비내봉에는 옥녀집금혈(玉女執琴穴)이니 옥녀직금혈(玉女織琴穴)이니 분
통골(紛桶谷) 분골 등의 풍수설이 따르는 것이니 옥티(玉峴)도 옥녀(玉女)
에 비유된 혈(穴)이란 데서 유래되었다.

峨嵋山)

아미산(

1.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와 미호리 경계
2. 높이 -60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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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징 - 아미산은 두서면에 있다. 그 지명으로 보아 눈썹처럼 타원형으로
생긴 것으로 지형을 본 뜬 것이다. 옛날 제정일치시대의 군장을 천황(天
王) 또는 천왕리(天王郞), 천군(天君)이라 하였는데 뒤에 와서 제정이 분
리되면서부터 천군(天君)이나 천황(天王), 천황랑(天王郞)의 칭호는 제사장
(祭祠長) 또는 수호신(守護神)에 오로지 전속되는 바가 되어 마한(馬韓)의
경우에는 신읍(神邑)의 장을 천군(天君)이라 하였다. 뒤에 내려오면서부터
천군이나 천왕, 천왕랑이란 말들은 오로지 수호신의 이름으로만 화하고
말았다.
제사를 받드는 신사(神祠)나 제단(祭檀)이 대개의 경우 높은 산정에 있
었기 때문에 이를 산왕당(山王堂)이나 선왕당(仙王堂)이라 하다가 ‘서낭당’
으로 화 하였는데 이리하여 산의 수호신도 천왕(天王)이라 부르게 되었으
며 또한 수호신의 이름으로 산명을 삼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데 남쪽 지방에서는 수호신 가운데 여신도 적지 않아 이를 노고(老
姑), 성모(聖母), 신모(神母)라고도 하였다. 그 예를 들면 지리산 천왕봉성
모, 경주 선도산의 서술성모, 치술령의 치술신모, 영일의 운제산성모 등이
그것이다. 두서면의 아미산도 노고신(老姑神)으로 말미암아 생긴 이름이
다.

老房山)

노방산(

1.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돌내(石川)와 청량면의 삼정리 경계
2. 높이 - 236m
3. 특징 - 노방산은 웅촌과 청량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이 노방산은 할미봉
(老姑峯)이 바뀐 것으로 울산지명사에 기술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을 하늘로부터 천신이 하강하는 곳이나, 신이
머무는 주처(住處)로 보아 이를 외경하여 왔으므로 이름난 산이나 높은
산마다 다 그 산의 산신이 있어 사람들이 받들어 왔으니 천왕(天王)이니
천황(天皇), 신모(神母) 같은 것은 모두 그러한 산신을 뜻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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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산신 가운데는 그 대부분을 여신(女神)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모계중심 사회의 잔영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경주의 선도산성모(仙挑山
聖母)나 운제부인(雲梯夫人)은 물론 지리산성모(智異山聖母)도 다 여신이
다.
울산지방에서도 많은 여신의 존재를 볼 수 있어, 치술신모를 비롯하여
영축산의 변재천녀는 물론 두서의 아미산, 선암동의 모살미등의 신도 모
두 여신이다.
그리고 산에 있는 서낭당을 할미당이라 함도 그 신이 여신임을 말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산신이 여신이었으므로 산의 이름 또한 할미산, 또
는 해미산이라 하여 이를 한자로 씀에 있어 '老姑' 또는 '峨嵋'라 하였으니
구례와 남원에 걸쳐있는 노고단(老姑壇), 황해도 곡산군의 노고산(老姑山)
등은 모두 이러한 예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노방산(老房山)도 할미봉을 한자로 쓴 것이 '老峯'이었던
것이 변하여 '老房山'이 되었을 것 같다.

菊秀峯)

국수봉(

1.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과 범서면의 경계
2. 높이 - 알 수 없음.
3. 특징 - 국수봉은 두동과 범서의 경계에 있는 산이다. 본래 이산은 국수봉
(國讐峯)이었는데 지금의 국수봉(菊秀峯)으로 바뀌었다.
신라 때 서울을 중심한 다른 산들은 다 그 산세가 왕도에 대하여 경의
를 표하는 자세인데 유독 국수봉만은 나라에 반역 하는 것처럼 등을 돌리
고 앉았다 하여 ‘원수 수’의 이름이 붙어 내려왔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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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울산 권역의 과거와 현재
울산광역시는 20세기 말에 들어서서 한국 최대의 공업지구로 등장했다. 전
략적 표현을 빌린다면 부산과 더불어 경제적 남진과 세계화 정책의 요충지로
발돋움하여 한국 경제 성장의 중추가 되었다. 울산은 원삼국시대 이전부터
지정학적으로 남방으로 나가는 관문역할을 했다. 신라의 장보고와 조선조 태
종과 세종대왕 이후, 우리가 강대한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북진정책 못지않
게 남진정책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북진정책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우리의 강역으로 편입될 수 있는 대마도와 오키나와를 잃었다. 울
산은 통시적으로 신라시대부터 해양 진출의 관문으로 큰 역할을 했다. 처용
설화의 주인공인 처용이 바다로부터 왔다는 설도 해양문화와 한반도 남쪽 더
넓은 해양으로 진출코자 한 남진정책과 유관한 것으로 이해된다.
울산만이 신라시대 남중국과 인도차이나와 인도 등지로 나가는 국제항이었
다는 가설이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20세기 말엽 울산이 다시 각광을
받아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공업지구로 성장한 것 역시 우연이 아니
고 필연이다. 삼국시대는 물론이고 통일신라 이후 국제교류가 활발해지자,
울산만은 당시 세계 최대 도시 중의 하나였던 서라벌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위상이 한층 더 높아졌다.
울산광역시는 이처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늘날에는 더더욱 그 위상이 강화되어 역동적인 도시로 부상했다. 막강한
산업과 이에 따른 상공업이 발달하여 한국의 도시 중 가장 부유한 고장으로
자리 잡았다. 울산광역시는 경제적 풍성에 머물지 않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차원 높은 ‘울산문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진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차
례 이를 추진하여 상당한 업적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이 같은 큰 뜻을 받아 이를 실행하는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
들의 의도는 여타 지역의 문화 사업에 선편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적
배경이 없는 무력과 물질적 풍요는 그 생명이 길지 않다는 사실은 동서고금
의 역사가 증명한다. 세계 최대 제국(帝國)을 수립했던 대원제국(大元帝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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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한 뒤, 무엇이 남았는가를 회상해보면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알 수가 있
다. 그런 의미에서 울산광역시에 남아있는 고대 및 중세 문화와 문물의 중요
성을 인식하고, 이를 구명하려는 울산문화원의 전략은 칭송되어야 마땅하다.

2) 중세 국가 신앙의 층위(層位)
통일신라 이후부터 후삼국시대와 고려 통일왕조를 거쳐 조선조에 이르기까
지, 한반도 전역의 산하(山河)를 관류하는 왕조차원의 치밀한 신앙체계가 있
었다. 통일신라 이전 삼국시대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가야제국은 물론이
고, 더 소급하여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위만조선을 거쳐, 원삼국시대인 ‘마한 ․
진한 ․ 변한’ 시기에도 국가신앙은 있었다. 본고에서 통일신라로 기점을 잡은
것은 중세 국가신앙 체계는 통일신라 때 완비되었으며, 직전 왕조인 조선조
사전(祀典)의 근간이 통일신라의 그것을 근거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통용되는 종교라는 단어와 개념은 우리의 전통 중세사회에서는 없
었다. 굳이 종교에 준하는 어휘를 찾는다면 국조사전(國朝祀典)이 이에 해당
된다. 사전은 제사, 즉 오늘날의 종교의식을 지칭한다. 흔히 중세에는 국가신
앙이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중세의 권력체계는 현재보다 그
바탕과 짜임새가 견고했으면 했지 결코 느슨하지 않았다. 중세의 정통 사전
은 단군조선 시대부터 음양으로 전개된 것으로 그 뿌리가 깊고도 멀다.
비록 한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도, 전래된 사전체계(祀典
體系)는 손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켜서, 국가의 정체성을 단절하지 않
고 연면하게 계승했다. 새 왕조가 수립되면 직전 왕조를 전조(前朝)라고 하
여, 권력구조를 제외한 국교에 해당되는 사전(祀典)은,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지속시켰다.
국가신앙(종교)의 핵심은 제천(祭天) 제지(祭地)와 종묘(宗廟), 사직(社稷)등
이다. 사직은 제후국에서 지내는 제사이다. 소위 천자(天子)의 나라에서는 제
천과 제지를 했으나 제후국에서는 못했다. 만일 제후국에서 제천이나 제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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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중국은 이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구단(圓丘壇)이나 원
단(圓壇) 등을 조선조의 경우, 초기에 잠깐 설치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렸다가
태종대에 와서 스스로 폐지했다. 원단은 관례상는 성의 남쪽 교외에 설치한
다. 교사(郊祀)라는 명칭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조선조가 당제천세계 최강
국이었던 명조(明朝)를 의식하여, 보국안민을 위해 마지못해 제천 제지를 중
단했지만, 조야상하(朝野上下) 신민들의 뇌리에는 이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염
원이 강하게 깔려있었다.
고종이 황제위에 등극하여 맨 처음 의욕적으로 실천한 시책이 원구단과 황
궁우(皇穹宇)를 건설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린 것이다. 중국의 굴레를 벗어나
제후국으로서의 본의 아닌 500년간의 숙제를 푼다는 소망이 깔린 주체적 행
위였다. 고종황제 광무 원년(1897) 사와 직의 위패를 ‘태사(太社) ․ 태직(太
稷)’으로 승차한 것도, ‘제후예악(諸侯禮樂)’을 벗어나 ‘황제예악(皇帝禮樂)’으
로 격상한다는 주체의식의 발로이다. (증보문헌비고 권54 ｢禮考｣)
중세사전(中世祀典)에는 ‘대사(大祀) ․ 중사(中祀) ․ 소사(小祀) ․ 잡사(雜祀) ․
음사(淫祀)’ 등의 층위가 있었다. 왕조에 따라 대사 등의 콘텐츠가 달라졌다.
그 현저한 예로 조선조의 대사는 종묘와 사직이었지만,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후부터는, 제천과 제지가 대사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이 한 예이다. 대사
제례 시 황제나 왕이 친사(親祀)를 하고, 중사 소사는 대신이나 기타 관리들
이 집행한다는 차이가 있었다. 집전관뿐 아니라 제수용품도 변별이 있었는
데, 소와 돼지는 사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대 ․ 중 ․ 소’의 제사가 나뉘어졌
다.
‘대사 ․ 중사 ․ 소사’는 삼사(三祀)라 하여 왕조 차원의 제사이지만, 잡사(雜
祀)의 경우는 지방의 관료나 기타 민간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제사였으며, 역
대 왕조가 백안시했던 음사(淫祀)도 하층 민간인들 사이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비중이 있었다. 조정에서 이를 막기 위해 단호한 조처를 취한 예도
많았으나 근절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앞장서서 이를 인멸시키고자 했던 관료
들의 이름만 부정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려사 열전 12권 咸有一, 이규
보 ｢동국이상국집｣ 2권 老巫篇) 그러므로 ‘잡사와 음사’는 일반 민초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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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중요한 기층신앙으로 뿌리박혀 있었다.
‘잡사’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지는 않지만, 관료나 민간인들이
행제(行祭)를 해도 전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묵인하는 제사이다. ‘음사(淫祀)’
는 ‘잡사’와 달리 윤리기강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여 당국에서 배척하는 미
신으로 분류된 제사이다. 이 경우 ‘음(淫)’은 남녀관계를 전제한 음란성을 뜻
하기 보다는 ‘지나치다’,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조정 차원에서 아무리 억압을 해도 백성들은 ‘잡사’ 못지않게 ‘음사’의 대상
에 대한 신앙심이 두터웠다. 불교 ․ 도교 등 소위 고등종교가 유입되어 국가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번성했지만,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믿어 왔던 ‘잡사 ․
음사’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했고, 이 같은 풍조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
다. 점복을 위시하여 각종 애니미즘과 사주와 풍수설에 대한 집착과 애호는,
외래종교가 판을 치는 요즘에도 그 위세가 완강하다.
울산광역시 강역 내에도 역대 왕조가 인정하지 않았던 잡사와 음사가 해당되
는 백성들의 신앙과 그 대상이 곳곳에 존재할 것이지만, 보고는 하나의 과제로
남겨두고 생략하겠다. 단지 필자가 추적하고 싶은 범주는 ‘대사 ․ 중사 ․ 소사’
에 국한시켜 검토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는데, 조선조
에 들어와서 불교는 이들 삼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불교국가로 알려
진 고려조에도 왕조 차원의 신앙으로 불교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조선조 유학자들에 의해 편찬된 사실을 감안해도 고려사의 내용 중 불교
는 삼사(三祀)에 포함되지 않았다. 왕과 왕비가 믿고 조정 관료가 신봉했다고
해도, 국가 공식신앙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겨레의 완강한
전통적 국가신앙 의식과 관계가 있다. 통일신라 이후 역대 왕조가 유가적(儒
家的) 이념을, 전래의 삼산오악(三山五嶽) 등 산천숭배 사유에 입혀서, 이를
국가신앙으로 삼아 일종의 국교로 인식한 것은 주목을 요한다.
삼국사기와 고려사는 우리겨레의 양대 정사(正史)이며, 증보문헌비고
가 이에 준하여 사서(史書)이다. 이 밖에 많은 ‘야사’류 와 ‘외사(外史)’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불교나 도교 등 외래종교의 시각으로 불교나 도교 등 외래
종교의 시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는 이들과 달리 불교

Ⅱ. 울산 권역의 문화유적

111

적 척도를 기술된 사서이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책의 이름 그대로 사(史)가
아니고, 정사가 버렸거나 모르고 있는 사건들을 편집한 유사(遺事)이다. 사
(史)와 사(事)의 편차를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각각 다른 시각으로 기
술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서(史書)가 갖고 있는 신앙체계는 전혀 다르다. 삼
국유사의 주된 신앙체계는 불교이고, 이와 달리 삼국사기에는 불교가 거
의 배제되어 있다. 삼국유사의 신앙체계에 산천신앙(山川信仰)이 포용되어
있긴 하나, 거개가 불교적 윤색이나 변용을 거친 것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층신앙을 삼국유사를 통해 고찰하고자 하면, 반드시 불교
적 도색을 벗겨내야만 그 진면목을 접할 수 있다. 삼국사기‘예 ․ 악(禮 ․
樂)’ 편장에 삼국시대의 국가신앙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타나 있지만, 기록이
워낙 소략하여 당시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어렵다.
삼국시대 신앙에 대한 자료의 부족인지, 아니만 저자 김부식이 이들을 과
소평가로 인한 것인지는 단정키 어렵지만, 천여 년 간의 왕조차원의 신앙과
우리겨레의 기층사유에 대한 편장치고는 너무나 소량이다. 제사는 예(禮)이
다. 후대 고려사나 중보문헌비고등과는 달리 ‘예’라 하지 않고 ‘제사(祭
祀)’라고 표기했다. 예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빈약하다고 그가 생각했는
지도 모르겠다. 그렇긴 하나 김부식은 ‘신라 ․ 고구려 ․ 백제’의 국조사전을
유교식 패러다임으로 애착을 가지고 기술했다.
삼국사기 ｢제사｣편은 비록 간략하기는 하나, 통일신라 이후 전개된 ‘고려
․ 조선조’ 등 역대 왕조들의 국가신앙의 근간이 되어 국조사전의 모태가 되었
다. 특히 신라의 신앙체계인 종묘제도와 삼산오악(三山五嶽) 및 명산대천(名
山大川) 등을 ‘대사 ․ 중사 ․ 소사’로 배정하고, ‘사진(四鎭) 사해(四海)

사독

(四瀆)’을 설정한 것은, 통일신라 이후 전개될 국조사전(國朝祀典)의 대 전재
가 되었다. 삼국사기내용 중에 벌써 ‘사전’이라는 단어와 ‘대사 ․ 중사 ․ 소
사’ 등으로 제사의 등급을 매긴 점도 주목된다. ‘대 중 소’로 제사의 층위를
설정하고, ‘삼산 ․ 오악’과 ‘사해 ․ 사진 ․ 사독’으로 분류한 것은, 중국의 영향
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 신앙의 근본과 핵심은 우리겨레가 전승해온 기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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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이었다. (삼국사기 32권 잡지 ｢제사 ․ 악｣)
｢제사｣편 첫머리 신라 조에 ‘종묘’가 나온다. 이는 김부식이 종묘를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제사｣편을 근거했을 때 삼국통일을
이룩한 이후 신라는 황제국이 아닌 제후국임을 자인하고, 종묘제도도 7묘(七
廟)가 아닌 5묘(五廟)로 했고, 제천과 제지도 봉행하지 않았으며 사직단(社稷
壇)으로 만족한 듯하다. 아마도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당나라와의 관계
를 원활히 하여, 보국안민(保國安民)을 하고자 했던 현실적인 전략과 관계가
있었다.
삼한통합을 이루기 전 고구려와 백제가 제천과 제지를 거행한 사실을, 김
부식은 고기(古記)와 중국의 사서 등을 참고하여 비중 있게 기술했다. 그가
고구려 백제의 제천 제지의 제사의례를 기록한 것은, 신라도 천자(天子)의 국
가처럼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냄이 당연하다는 신념과 연관이 있다. 신라가
삼국사기의 기록과 달리 제천을 이면으로 봉행한 흔적은 남아있다. 포항시
오천 공항 부근에 있는 ‘일월지(日月池)’에서 태양과 달에 제사한 것이 제천
의식의 다른 표현이 아닌가 한다. 일월지는 지금 절반 정도가 매립된 체 군
부대 옆에 성지(聖池)로 잘 보존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수천 년 간을 부단히 이어온 민족의 국조사전, 즉 국
가신앙체계는 삼국사기 ｢제사｣편에서 그 기본 틀과 윤곽을 파악할 수 있
고, 이후 역대 왕조의 사전은 신라의 ｢제사(祭祀)｣편장이 모범이 되었을 뿐 아
니라 근본적 변화도 없었다. ‘대사 ․ 중사 ․ 소사’를 축으로 한 삼사제도(三祀制
度)는 물론이고, 모든 신앙대상을 삼사(三祀)에 배속시키는 것도 동일했다.
통일신라 이후 중국의 사전(祀典)을 수용하여, 우리겨레의 전통 기층신앙과
산천숭배 사유를 이에 배속시켜, 국가신앙으로 격상시킨 주체적 사전인식(祀
典認識)은 평가되어야 한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넓어진 국토와 증폭된 백
성을 통치하기 위해, 중국의 선진 문물제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신
앙 역시 이 같은 변화를 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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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사 ․ 중사 ․ 소사의 변별
중세 국조사전(國朝祀典) 중 ‘종묘 ․ 사직’은 왕실과 상위 지배계층이 체제
를 공공히 하고, 왕조를 존속시키려는 장치로서의 성격이 강한 반면, ‘삼산오
악(三山五嶽)’과 ‘사진(四鎭) ․ 사해(四海) ․ 사독(四瀆)’ 및 ‘명산대천’은 국가
의 보위와 배성들을 왕조의 자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었다.
불교 도교 등 외래종교가 들어오기 전 우리 선인들은, 명산대천(名山大川)
과 거기에 부속된 영이(靈異)한 지형(地形)과 지물(地物)들이 신앙의 대상이
었기 때문에, 이 같은 백성들의 신심(信心)을 왕조 차원으로 포용하여 국기
(國基)를 공고히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소위 명치유신 무렵 일본이 국론을
통일하기 위해 외래종교를 극도로 탄압하면서 ‘야스쿠니진자’를 핵심으로 일
본 전 지역의 민간신앙을 통합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역대 왕조의 제왕들과 지배계층 역시 이 같은 통치이념에 근거하여
강역 내 방방곡곡 백성들의 기층신앙을 ‘삼산오악’과 ‘사해 ․ 사독 ․ 사진’ 등
의 신앙체계로 분류한 뒤, 이를 층위 별로 ‘대사 ․ 중사 ․ 소사’에 배분하여
국조사전(國朝祀典)에 합리적으로 통합시켰다.
우리겨레의 국가신앙인 국조사전의 기본 골격은 앞서 말한 것처럼 통일신
라시대에 완성되었으며, 이후 고려조 조선조는 신라의 사전체계를 그대로 따
랐고, 신라의 국조사전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 신라가 삼국 중 중원문화를
가장 많이 수용했다. 통일신라 이후 확장된 국토와 증광된 백성을 아우르기
위해, 당시로 볼 때 글로벌정책에 준하는 중원의 예악문물(禮樂文物)을 수용
할 필요가 절실했다. 화랑도(花郞徒) 교육이 국자감(國子監) 교육으로 바뀐
것도 당시로서는 글로벌 정책의 일환이다. 김부식에 의해 정리된 통일 신라
의 사전(祀典) 중 울산 권역의 진산(鎭山)과 산천(山川) 등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을 열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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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산오악(三山五嶽) 이하 명산대천은 ‘대사 ․ 중사 ․ 소사’로 분류한다.

○ ‘대사’는 삼산(내력[남산] ․ 골화[명천 소재 금강산] ․ 혈례[청도 모
리산]이다.

○ ‘중사’는 오악(五嶽 ; 동 ․ 토함산, 남 ․ 지리산, 서 ․ 계룡산, 북 ․ 태
백산, 중 ․ 부악[八公山]).

사진(四鎭 ; 동 ․ 온말근[牙谷亭], 남 ․ 해치야리[밀양], 서 ․ 가야압
악[덕산], 북 ․ 웅곡악[안변]).

사해(四海 ; 동 아등변[흥해], 남 형산변[동해], 서 미릉변[임피],
북 비례산[삼척]).

사독(四瀆 ; 동 토지하[흥해], 남 황산하[양산], 서 웅천하[공주],
북 한산하[한강])이다.

속리악, 추심[고령], 상조음거서[서천], 오서악[결성면], 북형산성
[청도], 청해진[완도].

○ ‘소사’는, 상악[고성], 설악[간성], 화악[가평], 감악[적성], 부아악
[북한산], 월내악[월출산], 무진악[광주], 서다산[장수], 월형산[청
풍면], 도서성[진천], 동노악[무주군], 죽지[순흥], 웅지[웅천면],
악발[울진], 우화[于火 생서량군 경주부근], 삼기[경주부근], 훼황
[모량], 고허[사량-경주], 가아악[보은], 파지곡원악[아지현 미상],
비악악[흥해면], 가림성[미상], 가량악[진주], 서술[모량 경주 서악].

삼국시대 산천신앙은 고구려는 미상이나 백제에도 삼산신앙(三山信仰 ; 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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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 吳山 ․ 浮山)이 있었다. 우리 민족의 산악과 산천 숭배는 역사가 이처럼
장구하다. 산에는 산신령 강하에는 용왕이 있다고 믿고, 아득한 옛날부터 제
사를 올렸다. 신라나 백제의 ‘삼산신앙’은 동아시아에 널리 유포된 삼신산(三
神山)과도 연관이 있을 법하다.
흔히 말하는 명산대천도 유명한 산과 큰 강이라는 뜻보다, 모두 산천숭배
와 이에 따른 제사와 접맥된 개념으로, ‘삼산오악’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산하를 지칭한 것이다. 삼산(三山)은 대사(大祀), 오악(五岳)을 중사(中祀)에
배속되었고, 기타 산들은 소사(小祀)에 배분하여 차등을 두었다.
명산대천 중 소위 대천(大川) 가운데 상위에 둔 것은 ‘사독(四瀆)’이다. 사
독은 동서남북에 있는 대천 즉 강을 말하는데, ‘동은 형산강, 남은 양산, 서
는 공강(금강), 북은 한강’이다. 이들 강의 특정 지역에 단사(壇祠)를 짓고 중
사(中祀)에 배속시켜 제사를 올렸다. 사독 중 남독(南瀆)은 삽양주(양산)인
바, 양산현 관내를 흐르는 강을 말하므로 낙동강을 지칭한다.
동아시아 사전에서 ‘사독’이 사해(四海)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관례인데, 이
는 강이 흘러서 바다가 된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삼국사기
는 사해를 앞에 배치하고 사독을 뒤에 놓았다. 통일 신라의 ‘사독’은 ‘형산
강 금강 한강 낙동강’이다. 신라시대에 이들 강에 제사를 올렸고, 따라서 신
성한 강이었다.
사해(四海) 중 동해는 흥해군 관내 어느 지점에 동해사(東海祠)가 있었고,
남해사는 동래지역, 서해사는 전라도 임피 관내, 북해사는 삼척군 관내에 있
었다. 사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신라의 영역이 북으로 삼척 부근에 머물렀다
는 의미이다. 본래 사해는 제후국에서 둘 수 없는 제사였으나, 통일 신라 무
렵부터 황제국 만이 개설할 수 있는 오경(五京 ․ 신라는 五 小京이라 했다.)
과 함께 통일왕국의 긍지를 담은 국조사전(國朝祀典) 체계로 인정된다.
사독과 사해는 고려 조선조를 거치면서 강역의 확대로 말미암아 북으로,
북으로 올라갔다. ‘사독 ․ 사해 ․ 사진’의 설정기준은 해당 왕조의 서울을 중
심으로 했다. 신라는 ‘서라벌’, 고려는 ‘개경’, 조선조는 ‘한양’을 기축으로 하
여 설치하고, 조정에서 예물을 내려 방백(方伯)으로 하여금 치제케 하여,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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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의 신앙심으로 왕조중심으로 결속시키고자 했다.
역대 왕조가 ‘대사 ․ 중사 ․ 소사’ 속에 ‘삼산오악’과 방방곡곡의 ‘명산대천’
등을 배열한 것은 중앙의 ‘종묘 ․ 사직’만으로 온 누리 백성들의 신앙심을 왕
조체제로 장악하기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멀리 국도에 있는 중묘사직
보다 백성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부근의 산천들을 ‘중사’나 ‘소사’로 배정하
여 제사를 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했다.
주 군 현마다 빠짐없이 진산(鎭山)을 설정하여, 해당지역 백성들이 제사를
올리게 되면 자연 주민들의 일체감을 유도할 수 있고, 여기에 부수되어 왕조
에 대한 충성심과 해당 군현(郡縣)을 방비한다는 목적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4) 악 ․ 해 ․ 독 ․ 진과 명산대천
신라의 사진(四鎭)은 ‘동은 아곡정, 남은 밀양, 서는 덕산, 북은 안변’에 설
정하여 중사에 배정했다. 삼국사기는 ‘사진’을 중사에 배속시켜 오악 다음
‘사해 ․ 사독’보다 앞에 놓은 것은 ‘사진’이 이들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 말미
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사진’이 있는 이들 지역은 수도를 방비하는 요충지이
며 외적이 침입할 수 있는 병경에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신라의 사진은 중
국의 ‘사진’과도 관계가 있는 듯하다.
주례 ｢춘관 대사악(大司樂)｣주소(注疏)에 의하면 중국의 사 진산(四鎭山)
은 ‘양주의 회계산, 청주의 기산, 유주의 의무려산, 기주의 곽산’이다. 신라의
오악 또한 중국의 ‘대산 ․ 형산 ․ 화산 ․ 항산 ․ 숭산’ 등에 영향을 받았다. 주
례에도 ‘사진’을 ‘오악’과 동급으로 거론할 정도로 중시된 산이었다. 신라 역
시 사 진산을 오악 다음에 배치하여 중사에 편성시켜 동급으로 취급했다.
진산의 진(鎭)은 안정시킨다는 의미인 바, 따라서 동서남북의 사방(강역)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서, 크고 중후한 전략적인 산을 골라 지정했
다. 진산은 국토를 방어하는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성을 갖는 군사적 의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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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졌다. 그리하여 진동장군(鎭東將軍) 진남장군 등의 군 사령관의 직함도 같
은 뜻으로 붙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독’은 중국의 경우 ‘장강 황하 회하 제수’를 일컫는데, 바다
로 흘러가는 강하에만 해당된다. 신라의 ‘사독’도 중국의 사독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인 감이 있다. 통일 신라의 사전(祀典)은 중국의 제도를 수용하여 신라
적으로 변용했다.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백성
들의 신앙심을 꿰기 위해, 중국의 사전체계는 대단히 유용했을 뿐 아니라,
통일왕조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통일 신라는 본래 신라강역과 통합한 고구려 백제 지역의 백성들이 숭앙하
던 신앙의 대상인 산악을 ‘소사’로 편입시켜, 국조사전(國朝祀典)체계에 포용
했다. 신라가 정한 소사 가운데 백제 권역은 전부 포함되었지만, 고구려 고
지의 산악은 별로 없다. 고성의 상악(霜岳)과 간성의 설악 적성의 감악(鉗岳)
등이 최북단의 산악이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의 강역 중 남쪽 일부만 차지하
고, 거의 당나라에 빼앗겼다는 사실의 방증이다. 고구려 수도인 평양도 차지
하지 못한 아쉬움은 국력의 한계를 그대로 들어 낸 것이다.
신라의 소사 가운데 울산 권역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곳은 ‘우화(于火)
․ 삼기(三岐) ․ 훼황(卉黃) ․ 고허(高墟) ․ 서술(西述)’ 등 서라벌 영역에 있었던
지명이다. 이들은 울산광역시 관내와 별로 멀리 떨어진 장소가 아니다. 신라
가 소사로 설정한 24개의 제사처(祭祀處) 중, 서라벌 부근에 위치한 곳이 5
개나 차지한 것은, 사전체계가 서라벌 중심이었다는 사실을 말한다.
울산광역시는 신라시대 경기지역, 즉 오늘날 수도권에 속한 중지였다. 따라
서 신라의 국조사전 체계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었다. 경상도읍지 ․
울산부읍지 ․ 언향현지에 다양한 기록들에서도 울산이 신라의 요충지였음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울산 권역에 분포된 진산(鎭山)은 물론이고, 역내의 여러
단사(壇祠)들에 관한 연구도 요망된다.
통일 신라가 완성한 국조사전의 범주 중, ‘삼산오악’과 ‘명산대천’이 고려조
조선조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 관
내에 위치한 사전에 등재된 성소들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전제가 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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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앞서 역대 왕조들이 백성의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 전국을 망라한 성소
(聖所)를 하나로 꿰었다는 사실과도 유관하다. 수도 우측에 조성된 ‘사직단’
과 좌측에 개설된 ‘성균관’을 정점으로 하여, 전국 주 군 현 치소(治所)에 사
직단과 향교를 세워서 신앙과 교육을 왕조중심으로 통합한 것도 한 실례이
다.
중앙정부 차원의 사진(四鎭)을 핵으로 하여 8도 주 군 현에 하나도 결루시
키지 않고 진산을 지정한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조선조가 근세 국가 치고
500여 년을 지탱한 것도, 신앙과 교육을 이와 같이 일사불란하게 추호의 소
홀함이 없이 실시했기 때문이다.
통일 신라의 사전체계는 고려 조선조를 거쳐 맥맥히 이어져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계승되었다. 일제(日帝)는 우리민족의 전통의식과 국조신앙(國朝信
仰)이 식민지화 하는데 장애가 되므로 이를 소멸시키기 위해, 외래 종교를
등에 업고 조선조의 주 군 현의 치소(治所 ; 감영을 위시한 지방관소)를 훼
철하고, 수천 년간 민족단결의 구심점이 되었던 ‘대사 ․ 중사 ․ 소사’에 배속
된 모든 성소를 미신의 발원지라고 강변하여 함께 손상시켰다. 이 같은 야만
적인 민족의식의 황폐화와 전통의 단절을, 근대적인 것으로 인식한 일부 지
식인들도 음양으로 일제의 책략에 동조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를 파
괴했고, 아울러 이 같은 소행을 정당한 시책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했다.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민족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국조사전의 실상을 철종
(1850-1863) 연간에 편찬된 동전고(東典考)를 통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동전고가운데 본 논의와 관련이 있는 ｢악 ․ 해 ․ 독 ․ 산 ․ 천(嶽 ․ 海
․ 瀆 ․ 山 ․ 川)｣조를 열거하여 통일 신라 이후 천여 년 동안 국조사전이 어떻
게 변모되고 확충되었는지를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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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嶽) ; 남 지리산(남원), 중 삼각산(도성 북), 서 송악산(개성부) ․
북 비백산(정평).

○ 해(海) ; 동해(양양), 남해(나주), 서해(풍천).

○ 독(瀆) ; 남 웅진(공주) ․ 가야진(양산), 중 한강(도성 남), 서 덕진
(장단), 평양강(평양) ․ 압록강(의주), 북 두만강(경원).

○ 명산대천(名山大川) ; 동 치악산(원주), 남 계룡산(공주) ․ 죽령산(단양)
․ 우불산(울산) ․ 주흘산(문경) ․ 금성산(나주), 중 목멱산(도성내), 서
오관산(장단) ․ 우이산(해주), 북 감악산(적성) ․ 의관령(회양), 서 마니산
(강화), 남 한라산(제주), 북 백두산(갑산 追載祀典]), 남 양진명소(충
주), 청천강(안주) ․ 구진약수(평양), 북 덕진명소(회양) ․ 불류수(영흥).

위에 제시한 성소(聖所)들 중 ‘악 ․ 해 ․ 독’과 ‘명산대천’ 공히 제단에 담을
쌓고, 만일 담이 없으면 세 칸의 묘(廟)를 세웠으며, 신좌는 남향으로 배설했
고, 매년 중춘과 중추에 제사를 올렸다. 축문을 국왕의 성과 휘(이름)를 일컬
었고 악은 베풀지 않았다. ‘악 ․ 해’는 동서남북의 방색(方色 ; 청 ․ 백 ․ 주 ․
현 ․ 황)을 사용했으며, 명산대천의 축문도 국왕을 칭했다. 위의 ‘악 ․ 해 ․ 독
․ 명산대천’의 성소 다음 괄호 안에 기재된 지명은 단사가 위치했던 지역이다.
동해신을 모신 사단은 양양에 있었고, 남해신과 서해신은 나주와 풍천에
있었음을 말했다. 남독신사(南瀆神祠)는 공주와 양산 두 곳에 있었다. 신라의
남독신사는 삽양주(양산) 한 곳에만 있었던 것과 대조된다. 고려 조선조를 경
과 하면서 국토가 확장되고, 수도가 서라벌에서 북쪽 개성과 한성으로 옮겨
간 것과도 연계된다. 조선조에 와서도 남독은 낙동강이고, 낙동강(黃山河)의
신사는 변함없이 양산에 있었다. 신라시대 낙동강 이름이 ‘황산하’였음은 ‘낙
동’이라는 호칭이 후대의 것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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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철종 때에 와서 ‘사해’ 중 ‘북해’가 없고, ‘사독’ 가운데 동독(東瀆)
이 없고 중독(中瀆)이 추가되었으며, ‘악’에도 동악이 없는 것은 동전고의
저자가 결락시킨 것인지, 아니면 국조사전 자체에서 빠져있었던 것인지는 쉽
게 단정키 어렵다. ‘동악’이 ‘악(嶽)’에는 배제되었지만, ‘명산대천’조에는 치
악산을 기재했다. ‘악’과 ‘명산’은 그 층위가 다르다. 신라의 ‘삼산’은 국조사
전에서 종적을 감추고, 그 대신 삼각산이 중악(中嶽)으로 부각되었으며, ‘사
독’의 경우도 한강이 중독(中瀆)으로 좌정했다. 역사의 진행과 왕조의 교체가
국조사전에도 막강하게 영향을 떨쳤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동전고에는 사진(四鎭)이 없다. 이 역시 기록의 결락인지 또는 철종 때에
‘사진’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었기 때문인지는 알 수 가 없다. 세조 때 양성지
(梁誠之)의 상소문에는 ‘백악산은 중진, 태백산은 동진, 송악산은 서진, 금성
산은 남진, 묘향산은 북진’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도 대비된다. 시대의 흐
름에 따라 ‘사진’의 필요성과 실효성이 약화된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민족사의 운세가 시대의 진행에 따라 위축된 것이 아니라, 팽창되었음을
국조사전의 추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활한 만주 벌판을 상실했다는 전제
하에 우리겨레의 역사를 일률적으로 퇴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다. 만
주 벌판은 여진족과의 연방국가를 배제하고, 인구가 적은 우리겨레 단독으로
차지하기에는 너무 방대한 땅이 아닐까. 철종 시대에 ‘명산’의 범주가 ‘북은
백두산, 남은 한라산, 서는 마니산’까지 확충된 것은 국세가 그만큼 팽창했다
는 증거이다. 신라 조에 없었던 중악(中嶽)과 중독(中瀆)이 생겼고, ‘명산’에
도 ‘동 서 ․남 북’과 ‘중(中)’산 개념이 추가되어 신라조의 오악(五岳) 제도를
되살렸다. 국토의 확장에 따라 ‘악 ․ 해 ․ 독 ․ 진’ 과 ‘명산대천’이 동서남북으
로 뻗어 나가서 백두산과 한라산이 추가된 것은 민족사와 국조사전의 큰 진
전이다.
양성지의 오악(五岳 ; 중악 삼각산, 동악 금강산, 서악 구월산, 남악 지리산 ,
북악 장백산), 사해(四海 ; 동해 강릉,

서해 인천,

상류 갑산), 사독(四瀆 ; 동독 용진, 서독 대동강,

남해 순천, 북해 압록강
남독 한강, 북독 두만강),

명산(名山 ; 목멱산, 감악산, 오관산, 계룡산, 치악산, 박천강, 낙동강, 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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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논의는 고려조에 설정된 국조사전을 조선조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합리
적 주장이었지만, 조정에서 이를 채택했는지는 미지수이다. 동전고의 사전
체계와도 차이가 있는 점을 볼 때, 전폭적으로 수용된 것 같지는 않다.
대천(大川) 가운데동전고에 남독(南瀆)에 배정된 가야진(伽倻津)이 낙동
강으로 개칭되어 독(瀆)에서 대천으로 이동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양성지는 ‘사진(四鎭)’을 ‘오진(五鎭)으로 강화시켜 중진(中鎭)을 백악산(白岳
山)으로 규정하여, 철저하게 조선조 수도 한양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명산 가운데 수산(首山)을 목멱산으로 설정하고, 조선조 이전까지 남독이었
던 ’가야진‘을 강등시키고 ’한강‘으로 대체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
다. 동전고는 양성지와 달리 한강을 ’남독‘으로 하지 않고 ’중독(中瀆)으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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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울산 권역의 산천과 소사(小祀)
통일신라 이후 국조사전은 ‘제천 ․ 제지 ․ 종묘 ․ 사직’과 ‘악 ․ 해 ․독 ․ 진’
그리고 ‘명산대천’이 핵심이다. 그밖에 문묘(文廟)와 각종 사단(祀壇) 등 열거
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본고의 성격상 ‘악 ․ 해 ․ 독 ․진’과 ‘명산대천’에
한정시켜 논의를 전개한다. 삼국사기 ｢제사｣편이 논의의 출발점이다. 신라
의 제사(祭祀) 체재는 범 동양권 중 중국의 영향을 받아 예기 ․ 주례 등의
사전(祀典)을 골격으로 삼았다. 중원의 선진화된 사전제도(祀典制度)를 모방
하여 우리나라와 우리겨레의 성지(聖地)와 여타 성소(聖所) 및 기층 신앙적
사유를 여기에 정연하게 배열했다.
일제에 의해 강점되기까지 국조사전은 삼국사기 ｢제사 편｣의 틀에 벗어
나지 않았다. 고려사 ․ 조선왕조실록 등 정사에 나타난 사전체계 역시 
삼국사기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두고, 개국이념과 수도 위치에 따른 부분적
변화만 있었다. 양성지의 눌재집과 동전고(東典考)등 여러 종류의 문집
들에 나타난 국조사전 역시 궤를 같이했다.
우리 역대왕조의 국조사전은 영조 대에 시작하여 고종 광무(光武) 연간에
완성되어, 순종 융희 2년(1908)에 출간된 증보문헌비고 ｢예고(禮考)｣‘악 ․
해 ․ 독 ․ 산 ․ 천(嶽 ․ 海 ․ 瀆 ․ 山 ․ 川)’에 완비되었지만, 곧이어 일제 강점기
를 맞아 수천 년 국가신앙으로서 우리겨레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던 국조사
전(國朝祀典)이, 일제와 외래 종교와 외래문물 및 외래사유 등에 협공을 받아
국가차원에서 벗어나 와해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일제의 교활
한 책략과, 이에 편승한 일부 지식인들에 의해 정통 국조사전은 괴멸단계에
이르렀다.
증보문헌비고는 고종이 황제 위에 등극한 뒤 조(詔)를 내려 “천자(天子)
는 제천(祭天)을 하고, 천하의 명산대천과 ‘오악 ․ 오진 ․ 사해 ․ 사독’을 봉하
고 제사를 지내야 하나, 지금 겨를이 없어 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미비한
사전이 있다면 장례원으로 하여금 널리 전적을 고찰하여 완비하라”로 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교왈(敎曰)이 아니라 조왈(詔曰)이라 일컬은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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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용어이다. 조선조 500년 간 모든 왕들이 ‘교’
라고 했던 점을 상기하면 그 실상이 들어난다. ‘제천’도 제후왕은 할 수 없고
황제만이 가능한 제사이다.
광무(光武) 3년 (1899)에 ‘동악은 금강산 ․ 남악은 지리산 ․ 중악은 삼각산
․ 서악은 묘향산 ․ 북악은 백두산’으로 하여 ‘오악’을 확정했고, ‘동진은 오대
산 ․ 남진은 속리산 ․ 중진은 백악산 ․ 서진은 구월산 ․ 북진은 장백산’으로
‘오진’을 삼았고, ‘동해는 양양군 ․ 남해는 나주군 ․ 서해는 풍천군 ․ 북해는
경성군’ 등을 ‘사해’로 규정했으며, ‘동독은 낙동강 ․ 남독은 한강 ․ 서독은 패
강 ․ 북독은 용흥강’으로 하여 ‘사독’으로 확정했다.
1899년에 확정된 ‘오악 ․ 오진 ․ 사해 ․ 사독’은 천여 년 간 통시적으로 의
론되었던 사전체계를 종합하여 정리했다. 증보문헌비고에 수록된 ‘명산대
천’은 역대로 설정된 ‘명산대천’을 조선왕조가 보완한 것이고, 본고와도 관련
이 많은 만큼 그 세목을 아래에 열거하겠다.

名山大川)

명산대천(

1. 명산 ; 동 치악산(원주), 남 계룡산(공주) ㆍ죽령산(단양) ․ 우불산(울
산[｢여지｣에는 亐佛山이라 했다.]) ․ 주흘산(문경) ․ 금성산(나
주), 중 목멱산(도성내 남), 서 오관산(장단) ․ 우이산(해주), 북
감악산(적성) ․ 의관령(회양).
2. 대천 ; 남 양진명소(충주) ․ 양진(양주) ․ 서 장산곶(장연) ․ 아사진송
곶(안악) ․ 청천강(안주) ․ 구진약수(평양), 북 덕진명소(회
양) ․ 불류수(영흥).

위의 기록을 광무제(光武帝)가 조서를 내려 정한 사전과도 약간의 차이가
있고, 동전고의 그것과도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철종이전까지 통용
된 사전(祀典)인 듯하다. ‘보유 편’에 허목이 ‘산천’과 ‘해 ․ 악’에 대한 제사는
가장 존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독(四瀆)을 중사(中祀)에 편성하고 해 ․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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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 ․ 嶽)을 소사(小祀)에 넣은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조선조가 과거부터 ‘오악
․ 사해’를 ‘사독’보다 위계가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조사전 가운데 울산광역시와 관계되는 항목들 가운데,
우선 삼국사기 ｢제사｣편 ‘소사’장에 수록된 ‘우화(于火 生西良郡 于火縣)’와
동전고명산대천 조에 나오는 ‘우불산(亐佛山 蔚山)’ 및 중보문헌비고‘악 ․
해 ․ 독 ․ 산 ․ 천’ 편에 수록된 ‘우화(于火 生西良郡 于火縣 今蔚山, 輿覽作
亐佛山之訛傅恐是)’가 주목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동안군(東安郡)’은 본래 ‘생서량군’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고, 경주 영현의 하나로 복속시켰다. 우풍현은 본래 우화현(于
火縣)인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꾼 뒤 울주(蔚州)에 합속했다고 했다. 삼국시
대나 통일신라시기 울산(蔚州)은, 서라벌과 접경지인 경기의 수도권으로 매우
중시된 고장이었음은 앞에서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울주권역에 있는 ‘우불
산’이 소사로 편입될 것은 당연하다. 동전고에 우불산(亐佛山)을 울산(蔚
山)이라고 각주를 단것은, ‘불(佛)’이 음차로서 이두 식으로 해석할 경우, ‘ㄹ’
이 됨으로 ‘우불산’이 ‘울산’으로 읽혀진다.
여지승람에 우화(于火)는 지금 울산인데, 우불산의 와전이라 한 것은 ‘火’
가 훈차(訓借)로서 ‘불 ․ 벌’ 즉 들판이라는 우리말의 표기임을 몰랐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우불산은 울산의 다른 표기이므로 내용면에서는 동일하다. ‘울
주 ․ 울산’ 등의 칭호의 원류는 신라시대 소사로 치제했던 ‘우화산 ․ 우불산’
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우불산 ․ 우화 ․ 우화현 ․ 우풍현 ․ 우불 ․ 우시산’ 등
은 오늘날 울산의 모태이며, 울산이라는 읍호 역시 이에 기인 한 것으로 필
자는 확신한다.
동국여지승람 울산 편 사묘(祀廟)조에 우불산신사(亐佛山神祠)는 ‘사전
(祀典)’의 소사에 등재되어 매년 춘추 중월(仲月, 2월 8월)에 조정에서 향과
축문을 내렸으며, 가뭄이 들 때 여기에서 기우제를 지내면 곧 비가 내렸다’
는 주를 달았다. 우불산신사가 소사로 지정된 성소였다는 것은, 삼국사기
제사 편 ‘소사’장과도 부합된다. 옛날 ‘우풍현(虞風縣)’은 지금 우불산 아래에
있는데, 신라 경덕왕이 우화(于火)를 우풍현으로 고쳤고, 우불(于弗)은 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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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火)의 와전이라 했다. 불(弗)과 화(火)에서 전자는 음차이고 후자는 훈차이
므로, 여지승람에서 ‘와전’이라한 것은, 훈독과 음독에 기인한 것이지 와전
은 아니다.
어학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삼국사기 ｢열전｣ ‘거도’ 편에 나오는 우시
산국(于尸山國)과 거칠산국(居漆山國) 중, 우리산국의 ‘시(尸)’가 이두로 ‘ㄹ’
로 알려져 있는바, 이를 근거하면 우시산국은 ‘울산국’으로 추정할 수도 있으
며, 거칠산국은 장산국(萇山國)과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학계의 설’대로 동
래로 비정한다면, 울산과 접경이므로 두 나라가 투쟁하여 이를 이용해, 신라
에 복속시켰다는 삼국사기 기록도 일리는 있으나, 학계의 정설로 굳혀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논외로 둔다.
경상도읍지 ｢울산읍지｣편에 ‘우불산(亐弗山)은 부 서쪽 50 리에 있는데,
즉 영남 4대 명산 중의 하나이며, 춘추로 나라에서 향과 축을 내려 제사를
지낼 뿐 아니라, 한발이 들면 비를 빌기도 한다.’라고 했다. 우불산 표기 중
불(佛) 불(弗) 역시 음차이고, 우화(于火)에서 화(火)는 ‘불화’자이므로 앞에
지적한 대로, ‘불 ․ 벌판’ 등을 지칭한 것임은 각종 문헌들에서 확인된다.
1934년에 발간된 울산읍지 ‘산천’조에도 ‘우불산(亐佛山)을 부 서쪽 50 리
에 있고, 영남 4대 명산의 하나로 조가(朝家)에서 향축을 내려 제사를 지내
는데, 여지승람에 나와 있다.’라고 했다. 울산읍지 단사(壇祠) 조에도 ‘우
불산신사는 부 서쪽 50리 웅상면(熊上面)에 있으며, 산천 항목에도 나와 있
다.’고 적었다.
십여 년 전 필자는 우불산을 물어 물어서 방문한 것이 있다. 우불산은 높
지 않은 산으로 원래 모습은 매우 아름다운 산이었던 것 같은데, 광물 채취
를 하느라 산허리가 3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가 괴이한 모습으로 변한 것을
목도하고, 안타까운 마덌하고감출 수가 없었다. 필자가 방문한 우불산이 삼
국사기를 비롯한 각종 문헌에 기록된 영남 4대 명산의 하나인 ‘우화(于火)’
라면, 수천 년 동안 ‘소사’로 모셨던 명산을 이 지경으로 만든 후인들의 소행
은 두고두고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울산읍지에서 말한 4명산(四名山)은 아마 나라에서 제사를 올리는 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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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하는 것 같다. 우불산 아래 우불산신사를 근참하고 위패를 본 기억도 생생
하고, 우불산신사 전각 아래 안내판에 조선조 이태조가 이곳에 행차하여 제
사를 올렸다는 내용도 읽었다. 현장 답사를 통하여 정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
요하다.
만일 ‘우불산’과 ‘우불산신사’가 각종 사서에 기록된 성지(聖地)가 분명하다
면,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신라 ․ 고려 ․ 조선조까지 수천 년 동안 숭앙했던
정신을 이어 받아, 국조사전에 소사로 존숭했던 것보다 한층 더 승화시켜,
의미 있는 울산권의 문화유산으로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우불산과 우불산
신사는 현재 양산군에 소속되어 있다. 울산부의 소속이었던 우불산이 어떤
연고로 양산으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처
사이다. 하물며 울산이라는 이름조차 ‘우불산’에서 유래한 터에, 다시 울산
권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순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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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울산 권역의 진산(鎭山)
1) 진산의 정의와 의미
우리민족의 정서는 산과 밀접하게 접맥되어 왔다. 높은 산 밑에 큰 인물이
난다는 속언도 같은 맥락이다. 통시적으로 역사적인 인물들의 은거도 대체로
산과 관련될 정도였다. 수많은 왕조들이 우리 한반도에 명멸했지만, 모든 나
라들의 개국(開國)도 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고려조의 ‘송악산’과 조선조
의 ‘북한산(삼각산)’이 그 대표적 예이다. 고려조는 송악산 남쪽에 수도를 만
들었고, 조선조는 삼각산 남쪽에 정도(定都)했다. 그러므로 송악산은 고려조
의 진산(鎭山)이고, 북한산은 조선조의 진산이 되어, 부(府) ․ 주(州) ․ 군(郡)
․ 현(縣)마다 정해진 모든 진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조선조는 전국 주 군
현에 모두 진산을 두어 민심을 화합시켜 국가 통치에 이를 활용했다.
진산의 근원은 삼산오악(三山五嶽) 신앙에서 유래되었다. 삼산오악이라는
규정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있지만, 산악숭배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민족 기층신앙의 모태였고, 시간이 흐른 지금에도 산천(山川)에 대한 숭앙의
식은 그대로 근저에 남아 있다. ‘삼산오악’은 우리겨레의 산천 숭배의식에,
중국에서 받아들인 3과 5의 계량적 옷을 입힌 것인 만큼, 삼산오악에 대한
숭앙은 결국 중국 것이 아니라 우리 산천 신앙의 조직적 표현이다.
‘진산’은 삼산오악의 지역별 구체적 산악숭배의 표상이다. 선인들은 우리
민족이 산악에 대한 외경심이 있음을 알고, 이를 지역마다 진산을 선정하여
지역 백성들의 민심을 안정시키고, 나아가서 왕과 조정에 대한 충성심을 고
취하고자 했다. 진산의 진(鎭)은 ‘편안하고 안정시킨다.’는 뜻으로 해당 진산
언저리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삶을 안락하게 하는 영험을 가졌다는 의미이
다. 진산이 지닌 신령스런 기에 의해 진산 관내의 백성들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활하라는 함의가 있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 국가의 근원 또는 형성의 기본 축 가운데 산을
중시하고 이를 ‘진산’이라 불러왔다. 조선 왕조는 북한산을 진산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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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밑에 궁궐을 조성하고 도성과 국가를 정비했으며,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군
현들도 각기 그 진산이 있어서 그 진산을 축으로 하여 마을을 형성 ․ 발전시
키었다. 진산은 단순히 그 마을 뒤에 위치한 산이 아니다. 진산은 마을의 수
호산으로 그 마을의 근원이며, 마을 주민들의 신앙의 대상이었다. 진산의 의
미는 국가적 차원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국가차원의 ‘삼산오악’ 사상과도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진산’에 대한 가치와 그 중요성을 우리 선조들은 익히 알고 있었으며, 또
한 진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으니, 이는 여러 문헌을
통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즉, 진산에 대한 현대 한민족의 무지와 무관심
은, 전적으로 서구화된 생활양식 속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자신의 고향과
전통에 대한 무분별과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우리 선조들의 사상
과 정감에도 상반되는 것이다.
‘진산’이란 국도와 각 고을의 뒤에 있는 큰 산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 고을
을 진호(鎭護)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진산은 또 ‘주산(主山)’이라
고도 하고, 혈장(穴場)이 있는 명당(明堂) 뒤에 위치한다 해서 ‘후산(後山)’이
라고도 한다. 진산이란 말은 원래 풍수지리의 용어이나, 풍수지리에서는 드
물게 사용되었으며, 오히려 일반적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어 왔다.
풍수지리에 있어서, 산맥이 뻗어 나가는 것을 용(龍)이라 하는데, 멀리 태
조산(太祖山)에서 사방으로 뻗어 나가는 산맥 곧 행룡(行龍)을 통하여, 크고
작은 지산(支山)과 혈(穴)을 형성하게 된다. 이 때 혈에 얼마 못 미쳐 두어
절 떨어진 곳에 우뚝 솟은 높은 산을 바로 진산(또는 小祖山)이라고 한다. 진
산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다. 이는 국가체제에서는 삼산오악(三山五嶽)
사상과도 연관된다. 신라의 삼산은 ‘내력(奈歷) ․ 혈례(穴禮) ․ 골화(骨火)’로
지금의 경주시 동남쪽에 있는 ‘낭산(狼山)’, 영천과 경주 사이의 ‘금강산’, 청
도와 밀양 중간에 있는 유천(楡川) 동북의 ‘부산(鳧山)’으로 각각 추정된다.
이 삼산 중 ‘낭산’은 경주의 진산이다. 국가는 전국 각지의 명산대천(名山
大川)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요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했다. 이 때 삼산
은 바로 국가의 가장 큰 제사인 ‘대사’에 해당되는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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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으며, 그 명칭은 삼국유사에도 전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제사란
곧 그 국가의 신앙, 즉 종교를 뜻하는 것이다. 종교는 그 해당 민족 또는 그
국가 백성의 사고와 생활을 지배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우리 선조들의 사고
와 생활을 이해하려면 그들의 종교에 대해 알아야 하며, 그 가운데 검토해야
할 것이 바로 ‘삼산’이며 ‘진산’이다.

2) 진산의 유래와 위상
시대가 진행되면서 외래 종교인 불교가 들어오고, 강력한 통치 및 생활 이
념으로 작용했던 유고가 들어왔지만, 이 삼산에 대한 신앙은 흔들림 없이 굳
건하게 이어졌다. 이는 서양의 기독교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성리학을
이념으로 하여 성립된 국가인 조선왕조 역시 같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유
학을 신봉한 조선왕조는 겉으로는 자칫 삼산과 진산의 사상을 미신으로 여겨
소멸시킬 것 같았지만, 내심 이를 보호하고 있었다. 이는 진산이 바로 국가
의 근원이자 종교이며 기층 민중의 신앙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조선 왕조가 진산을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알 수
있다. 명종 때 송도의 유생들이 송악산의 신사(神祠)를 음사(淫祀)라 하여 소
각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신사는 문정왕후가 기도를 하는 곳이기도 했으나,
과격한 유생들이 이를 문제 삼은 것으로 식자층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으며, 당시 이를 기록한 사관도 유생들의 행동을 통쾌한 일로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명종은 “음사는 저절로 금지될 터인데 광포한 무리들이 어찌 예전
부터 전해 오는 신앙 현장까지 분탕할 수 있는가”라며 대노하여 이들을 처벌
하였다. 중종 때는 진산은 성심껏 가꾸어야 하는데 나무를 베고 개간하니,
이는 ‘발상(發祥)한 터전’을 훼손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관리를 처벌해야 한
다는 주장도 있었고, 또 진산에서의 벌채를 금지하기도 하였다.
진산은 적극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발상의 터전’이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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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효종 조에는 국도의 진산 ‘북악산’ 아래에 있는 삼청동었기淸洞)에서 병
사들의 포 쏘는 훈련을 금지했으며, 속종 조에는 삼청동에 있는 병사들의 교
장을 노량으로 옮기게 하였다.
진산은 적극 보호되어야 하는 곳이기에, 만약 진산에 재변이 있으면, 이를
심각한 국가적 위기로 간주되기도 하였다. 헌납 박승휴(朴承休)는 효종에게,
‘궁중에 물이 넘치고, 진산이 무너지며, 남해의 물결이 적색으로 변하는 등의
재변은 헛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니, 임금님은 항상 우려하고 반성하기에
겨를이 없어야 합니다.’라고 아뢰기도 하였다.
조선왕조는 진산에 여러 차례 제사를 지냈다. 재변을 막고자 해서이다. 현
종(顯宗) 때는 제주도에 비바람이 몰아쳤는데 빗물 맛이 짜서 흉작이 들었다.
이에 제주도 전체의 진산인 ‘한라산’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심지어 숙종
때는 송충이의 피해를 막고자, 개성의 진산인 ‘송악산’에 제사를 지내기도 했
다.
이처럼 신성한 진산이기에 백성들이 예를 벗어나, 진산에 함부로 제사지내
어 모독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상소도 있었다. 곧 진산으로부터 명산
대천(名山大川)에 이르기까지 뭇 백성들이 함부로 제사를 지내, 신을 모독하
고 또 재물을 낭비하니 이를 금지시키자는 것이다. 태종이 이를 금지시켰는
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상소문을 통해, 당시 진산에의 제사가 백성들
간에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으며, 진산이 바로 기층 민중의 신앙의 대상이
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북한산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제사가 드려지는 곳으로, 심지어는
기독교들까지도 여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진산과 우리
민족과의 관계가 그리 간단하지 않으며, 수천 년간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
피부 깊숙이 침투해있는 기층 신앙이자, 중추적 기층 사유임을 암시하는 것
이다.
진산의 가치는 비단 신앙의 차원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과거 명당(明堂) 자
리는 대체로 군사상의 전략 요충지와 일치한다. 진산은 명당 바로 뒤에 위치
한다. 도성과 마을은 진산을 등지고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산은 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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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오는 외적을 방비하기 위한 요충지로서의 기능도 했다. 인조 때 안변
의 감사는 ‘안변 산성은 고을 뒤 진산에 있는데, 그리 험하지는 않지만 산꼭
대기에서는 사방을 굽어볼 수 있으니, 산성을 증축해야 합니다.’라는 장계를
올리고 있는 점도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로서 보건데 진산은 반드시 높은
산에 기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울산 권역의 진산을 검토하기 위해 울산의 관방(關防)과 전통문화의 연결
고리가 긴밀한 경주부(慶州府)와 울산부(蔚山府)와 다방면에 걸쳐 관계가 있
는 여러 현들의 진산을 살펴보기 위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재된 각 진산
들을 열거하겠다.

경주부(慶州府), 낭산(狼山)
울산군(蔚山郡), 무리용산(無里龍山)
양산군(梁山郡), 성황산(城隍山) ․ 원적산(圓寂山)
동래현(東萊縣), 윤산(輪山)
장기현(長鬐縣), 거산(巨山)
기장현(機張縣), 탄산(炭山)
언양현(彦陽縣), 고헌산(高巘山)

경주부와 울산 권역의 관계는 자고로 밀접했다. 한 때 울산은 관방 면에서
경주부에 소속되기도 했다. 고려조 개국 후 경주(서라벌)는 가장 경계하는
지역이었다. 신라왕조 부활의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인식한 고려조는 사실상
다방면에 걸쳐 음양으로 재제를 가했다. 안동은 경주를 중심한 경상좌도의
불만세력을 감시했고, 울산은 왜구의 노략질을 예방하거나 격퇴하는 기지로
고려조는 활용했다. 안동(安東)이라는 지명도 경주와 신라의 중심 고토인 동
쪽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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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산은 삼산오악과 연계되었음을 말한바 있지만, 한반도 역내의 종산(宗山)
과도 무관치 않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 ‘산천조’에 역내(域內)에
‘12종산’이 있는데, ‘삼각 ․ 백두 ․ 원산(圓山) ․ 낭림(狼林) ․ 두류(豆流) ․ 분수
(分水) ․ 금강 ․ 오대 ․ 구월 ․ 태백 ․ 속리 ․ 장안(長安) ․ 지이(智異)’ 등의 산
이 그것이라 했다. 이는 삼산오악과 다소 체계가 다른 12종산이다. 산과 더
불어 수(水 강)에도 ‘종수(宗水)’를 설정했다. ‘한강 ․ 예성 ․ 대진(大津) ․ 금강
․ 사호(沙湖) ․ 섬강(蟾江) ․ 낙동 ․ 대동 ․ 청천 ․ 용흥 ․ 압록 ․ 두만’ 등의 강
을 12종수라 했다. 종산의 머리는 ‘삼각산’이고, 종수의 첫째를 ‘한강’으로 잡
은 것은 경도 한양을 종주로 삼기 위해서였다. 한반도의 자연 생태계의
산과 강을 엮어서 국가통치에 비보(裨補)로 삼고자 한 조선조 당국자들의
의지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바가 있다.
조선조 행정구역 ‘부 ․ 주 ․ 군 ․ 현 ․ 도호부’ 등 330여 치소(治所) 중 76군
현에 진산이 미상으로 되어있다. 정밀하게 분석검토를 하면 다소간의 차는
있겠지만, 진산이 없거나 미상인 곳이 76개 군현이 있었다는 것도 주목된다.
경기도에 16개 처, 충청도에 18개 처, 경상도에 7개 처, 전라도에 13개 처,
황해도에 3개 처, 강원도에 2개 처, 함경도에 8개 처, 평안도에 9개 처의 진
산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들 주 군 현에 진산이 본래부터 없었던 것인지, 문헌에 등재가 결락된
것인지는 조만간 단정할 수가 없지만, 조선조의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감안했
을 때,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의 탈락으로 여겨진다. 지방의 주 군 현
등이 지속적으로 진산에 대해 애정과 외경심을 가지고 보존과 관리를 했는지
도, 자료가 풍부하지 않아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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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 중(韓 ․ 中) 진산의 비교
‘진산’ 개념은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있었지만, 당시는 진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해당 지역민들이 자신들의 소원을 빌면 들어주는 신령스런 산으로 인식
했고, 이 산에 산신령이 산다고 믿었다. 산신령은 지역마다 호랑이를 비롯한
각종 동물일 수도 있었으며, 경우에 따라 노거수 등으로 구상화시키기도 했
다. 문묘(文廟)의 공부자를 위시한 성현들이 고려조까지 소상이었다가, 조선
조에 들어와 유학이 보편화된 뒤, 소상들을 폐기하고 위패로 대체한 것처럼,
모든 진산에도 이 같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바로서 진산에 사당을 짓고 신위를 모셨다는 흔적은
나타나지만 구체적 자료는 없다. 조선조에 와서 진산제도를 활성화시키고자
했으나, 지방 군현들이 열성적으로 존숭이나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유
추된다. 앞으로 정밀한 현장조사와 문헌들을 추적하고, 지역 고노(古老)들의
견문을 수집할 경우 그 실상의 일부가 파악될 소지가 있을 터이지만, 현재로
서는 가시적 증거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조는 오악(五嶽 : 동악 ․ 남악 ․ 중악 ․ 서악 ․ 북악)과 함께 오진(五鎭),
즉 ‘속리산을 남진, 백악산(白嶽山)을 중진, 구월산은 서진, 장백산은 북진(北
鎭)’으로 봉하여 국토를 보존하고 수호하는 축으로 삼았다. 조선조가 봉한 오
진을 근간으로 하여 전국 지방정부 치소 부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산을 선정
하여 진산으로 삼고, 해당 고을의 안위를 관장하는 상징적 산으로 인식한 것
이다. 이들 팔도 주 군 현 들의 진산은 그 지역 백성들이 예부터 숭앙되던
산이 성정될 여지가 많았겠지만, 풍수지리설 등 각종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산이 선택되기도 했을 것이다. 이 경우 진산은 지역민들에게
외면되어 본래의 기능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우리와 달리 ‘오진’이 아닌 ‘사진(四鎭)’을 두었다. 진(鎭)은 산 가운
데 중대한 것을 일컫는다고 했다. 양주(楊州)의 진산은 회계산, 청주는 기산
(沂山), 유주는 의무려산, 기주는 곽산(藿山)으로 보았다. 중국이 사진을 두었
는데 조선조가 오진을 둔 것은 조선조 나름의 진산에 대한 의식이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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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그러나 중국은 오악(五嶽 : 동 태산 ․ 남 형산[곽산] ․ 서 화산 ․ 북
항산 ․ 중 숭산)을 오진으로 여기기도 했는데, 이 경우 오진(五鎭)이 될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사진이 통용되었다.
사진의 제사 의식도 오악의 예를 따랐다. 오악(五嶽)과 사독(四瀆)에 대한 제
사는 왕이 순행 시 직접 지내거나, 아니면 대신을 파견하여 시행한 사례가 문헌
에 나타나는데 반해, 우리나라 오진의 경우는 제사했다는 기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오악이나 사독에 비해 오진(五鎭)의 위상이 낮았다는 증거이다.
진(鎭)은 사방을 안정시킨다는 정서적 기능과 외적의 침략을 방어하는 의
미도 있다. 예를 들면 ‘진동장군(鎭東將軍) ․ 진남 ․ 진서 ․ 진북장군’의 칭호
가 그것이다. ‘오악 ․ 사해 ․ 사독 ․ 사진’은 신라시대부터 명확하게 존재했다.
신라시대의 ‘사진’이 조선조에 와서 ‘오진’으로 확충되었다. 신라의 사진은
‘동은 온말근(牙谷停), 남은 해치야리(밀양), 서는 가야압악(덕산), 북은 웅곡
악(안변)’으로 설정하여 중사(中祀)에 배속했다. 신라의 ‘사진’이 조선조에 들
어와 ‘오진’으로 된 것은 수도 한양의 백악산(白岳山)을 중진으로 삼아 경도
(京都)를 중시하는 의지와 관련이 있다.
신라는 ‘오악 ․ 사진’ 위에 민족 고유의 삼산(三山 ; 내력[경주] ․ 골화[영
천] ․ 혈례[청도])를 대사(大祀)에 편성하여 제사의식에도 주체적 긍지를 펼
쳤다. 중국에서 유입된 ‘오악’ 위에 ‘삼산’을 놓은 것은, 민족예악(民族禮樂)
입장에서 높이 평가될 사안이다.
조국 산천에 대한 역대 왕들의 관심은 대단히 강했다. 신라의 삼산사상(三
山思想)을 필두로 하여 고구려가 3월3일에 거행한 산천제(山川祭)와 백제의
삼산의식(日山 ․ 吳山 ․ 浮山)도 주목된다. 고려조 역시 산악숭배가 왕성했다.
목종 7년(1004) 호경(鎬京)에 행차하여 방악주진(方嶽州鎭)의 신에게 훈작을
내렸고, 현종 즉위 초년에도 역시 훈작을 내렸으며, 동왕 2년에 감악산 신사
를 수리하여 제사를 올리라고 명할 정도로 숭봉의지가 높았다.
조선조가 개국되자 산천숭앙은 체계화 되어 엄숙하게 제사를 올렸다. 국조
차원의 진산도 후기에 들어 중국보다 격을 높여 오진(五鎭)으로 강화시켰다.
고구려 백제에 ‘악 ․ 독 ․ 해 ․ 진 ․ 명산’ 등의 제도가 있었는지는 문헌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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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이 없어 단정키 어렵다. 당(唐)의 선진문물을 과감하게 수용한 신라는 ‘악 ․
독 ․ 해 ․ 진 ․ 명산 ․ 대천’ 등을 격상시켜 백성들의 신앙심을 왕조로 귀결시
켰다. 사실 신라는 불교가 융성했지만, 왕조차원의 국교는 이들 산천과 ‘악 ․
독 ․ 해 ․ 진’에 대한 신앙으로 잡아야 할 것이다.
조선조는 백성을 화합시키고, 민심을 종묘사직에 귀일시키고자 ‘환인 ․ 환
웅 ․ 단군’을 모신 ‘삼성사(三聖祠)’와 시조인 단군을 모시는 ‘숭령전(崇靈殿)’
과 민족국가에서 동아시아 국가의 일원으로 격상시킨 기자를 추앙하는 ‘숭인
전(崇仁殿)’을 비롯하여, 혁거세와 거서간의 ‘숭덕전(崇德殿)’, 백제 시조 온조
왕의 숭렬전(崇列殿), 가야 수로왕의 ‘숭선전(崇善殿)’ 고려 태조의 ‘숭의전(崇
義殿)’ 등 전조(前朝) 시조묘를 건립하여 ‘고구려 ․ 백제 ․ 가야 ․ 고려’에 뿌리
를 두었거나 이를 흠앙하는 백성들을 조선조의 충성스런 신민으로 삼고자했
다. 고구려 동명왕의 경우 ‘숭령전’에 합사되었지만, 별도로 동명왕묘(東明王
廟)로 일컫기도 했다.
조선조의 백성 통합 정책은 이처럼 주도면밀했다. 조선조 통치권 안에 이
는 ‘주 ․ 군 ․ 현’에 진산을 선정하여 방백(方伯)들로 하여금 돌보게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된다. 왕조 차원에서 선정된 진산에 지방 수령들이 제사
를 올린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헌의 기록에는 소상하게 전하는 바가 없다.
중국의 진산 가운데 우리나라 사신이 북경으로 드나들던 길목에 있었던 유
주(幽州)의 ‘의무려산(醫巫閭山)’이 관심을 끈다. 명산지(名山志)에 의하면
광령위성(廣寧衛城) 서쪽에 있는데, 순(舜)임금이 봉한 12산 중에 하나로서
산세가 여섯 겹으로 안고 있었기 때문에 육산(六山)으로도 불렸고, 산상에는
도리동(桃李洞)과 선인암 등이 있으며,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다고 했다.
광령현은 진산 의무려산 아래 있는데, 본래 기자조선의 강역이었다고 했다.
의무려산에 대한 기록은 사신으로 갔던 문신들의 글에 이따금 등장할 정도로
우리와 관련된 진산으로서의 관심을 가졌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진산’이라는 명칭은 중국에서 차용했으나, 진산에 담긴
뜻은 백성의 정서와 조정(朝廷)의 전략이었다. 각 곳에 처한 진산들의 입지를
고찰할 때, 진(鎭)자가 가진 의미에 맞는 전술적 요험지였음이 확인되고, 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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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정상에 오르면 주변 고장들의 산천과 백성들의 동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 거점으로서의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4) 울산 권역 진산의 실상
현 울산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기준하면 울산 권역은 고 울주군과 언양현 관
내를 지칭한다. 과거 울산군이나 울산부를 염두에 둘 때, 현 양산군까지 포
함될 것이고, 관방(關防)적 영역을 준거로 할 경우, 동래현과 기장현을 포괄
할 수 있다. 신라시대부터 울산은 서라벌의 수도권에 위치했으므로 경주부도
포용될 수 있다. 고려조 개국 후 ‘서라벌’이 ‘경주’로 격하된 이후, 고려조는
경주보다 울산을 더 중시한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경상좌수사영’을 경주 쪽
에서 울산으로 옮긴 것은, 경주부에 대한 군사적 측면과 아울러 고려조정의
의구심과 관계가 있다.
삼한일가(三韓一家)를 이룩한 통일왕조 신라의 천년 수도를 ‘서라벌’에서
경주(慶州)로 고려조가 강등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신라 유민의 입장에서
는 ‘경주’를 ‘서라벌’로 환원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국치(國
治)에서 주치(州治)로 전락한 망국의 상처를 경주지역 백성들은 이를 치유하
기 위해 ‘서라벌(徐羅伐)’로 그 명칭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울산 권역은 신라조의 남방 적대세력을 방어하는 요새지였다. 신라 헌강왕
의 울산 권역 남순(南巡)도 울산의 중요성을 상징한다. 개운포 부근에서 처용
일행을 헌강왕이 접견한 것도, 단순한 ‘처용가무’의 접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국도 서라벌 남부를 왕이 직접 점검했다는 정치사적 견지에서 접근할 이
유가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경주는 고려조 조선조에서 불렸던 ‘동경’이나
‘동도(東都)’가 적의한 명칭이다.
증보문헌비고 ｢여지고(輿地考)｣ ‘산천(山川)’ 편 울산 조에 “황모산 ․ 무리
용산 ․ 동대산 ․ 효성첨 ․ 원적산 ․ 달산 ․ 문수산 ․ 오산 ․ 우불산 ․ 파련암 ․ 태
화강 ․ 어련천 ․ 입석연 ․ 대암” 등이 실려 있다. 이들이 울산의 대표적 산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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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으로 수록되었을 것이고, 그 중 무리용산(無里龍山)이 바로 울산의 진산이
다. 무리용산은 울산부치(蔚山府治) 동쪽 24 리에 있고, 동대산(東大山)은 동쪽
25 리에 있다고 했다. 무리용산과 동대산은 1 리를 격해 있다고 했으나, 울
산읍지‘산천 조’에는 무리용산은 부치 동편 20 리에 있으며 산맥이 경주 서남
에서 뻗어와 진산이 되었으며, 세상에서 동대산이라 일컫는다고 했다. 동대산
이란 부치 동쪽에 있는 큰 산이라는 의미이다. 읍지는 증보문헌비고와 달
리 무리용산과 동대산을 같은 산으로 취급하여 동대산을 기재하지 않았다.
동대산 남쪽에 있는 파군성(破軍城)에서 신라 내해왕 을미년(215)에 골포
국(骨浦國 ; 창원지역)이 굴화(屈火 ; 울산권)를 침입하자, 왕이 친히 군사를
통솔하여 방어하면서 이 산(동대산)에 주둔하여 적을 무찌르고 회군했던 연
고로 ‘파군’이라 했으며, 그 동(洞)을 지역을 편안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려
‘대안(大安)’이라 이름 했다, 라고 읍지는 적었다.
‘마한 ․ 진한 ․ 변한’의 삼한과 가야의 여러 나라가 자리 잡기 전 한반도에
는 78여의 소국이 존재했다. 이들 중 창원 지역에 근거를 두었던 골포국이
울산 권역의 ‘굴화’를 침략하자, 내해왕이 직접 출전하여 이를 물리쳤다는 것
은, 3세기 무렵에 이미 울산권역이 신라의 병합되었음을 의미한다. 증보문
헌비고에는 골포국의 침공연대를 내해왕 17년(212)이라 했고, 합포현이 골
포국의 옛 땅이라고 했다.
삼국사기 열전 거도(居道)편에 의하면, 거도가 탈해이사금 때 간(干)이
되어 ‘우시산국(于尸山國), 거칠산국(居柒山國)’이 이웃에 끼어 있어 나라의
근심이 되었다. 거도가 변경의 장관이 되자 이들 나라를 병합하고자 하여 두
나라가 매년 장토지야(張吐之野 ; 경주 권 감포로 추정)에서 벌이는 ‘마숙(馬
叔)’ 희락을 이용하여 합병했다고 했다. 학계에서 우시산국은 울산권역이고,
‘거칠산국’은 동래 권역에 있었던 일명 ‘장산국(萇山國)’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라초기 우시산국과 거칠산국을 병합한 거도는 신라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긴 하나, 울산과 동래 지역의 입장에서는 칭송 될 수가 없다. 우시산
국의 위치를 경북 영해에 비정하는 기록도 있지만, 동래와의 거리가 멀므로
삼국사기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다. 소국이 대국에 합병되는 것이 역사의
순리니 이들 소국이 역사의 진행을 피할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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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산국’이 울산 권역에 존재했던 고대 소국이었다는 것은 학계에서 아직
정설로 굳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영원한 의문으로 남을 확률이 많다. 그러나
어차피 고대사는 엄밀한 실증이 불가능한 만큼 문헌에 약간의 기록만 있어
도, 고대사에 대해 허탄과 망상으로 치부하는 학계의 지나친 실증주의적 사
고는 지양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필자는 여긴다.
지방 주군현의 진산은 한양의 북한산성이나 남한산성 같은 기능을 하지 않
았을까 한다. 예컨대 울산부가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진산인
무리용산으로 피난하여 전렬을 정비한 뒤, 반격하는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
할 가능성이 산세의 구조로 봐서 충분히 예측된다. 지금도 무리용산에 올랐
을 때 울산 권역을 에워싼 해안과 주변의 산과 마을과 태화강 하구까지 한
눈에 조감할 수 있다.
고 군현에 기준하면 울산 권역은 울산(河曲 → 蔚州 → 蔚山府)을 중심으로
‘양산군(良州 → 梁州 梁山郡)과 언양현(巘陽縣 → 彦陽縣) 기장현(機長縣) 동
래군(東萊郡)’ 등을 포괄한다. 이들 군현들 중 언양현과 동래군 기장현은 한 때
울주(蔚州)에 소속되었고, 양산군은 임란 후 동래에 편입되었다가 곧이어 양산
군으로 독립했다. 동래군이 관할하던 분산진이 시대가 흘러 부산광역시로 승격
한 것처럼 고 군현 위상의 변화는 무상하다. 울산 역시 관방(關防)적 입지를
떠나서도 예부터 경주부에 소속되었음은 앞서도 말한 바 있다. 경주와 울산권
역을 묶을 경우, 진산은 ‘무리용산’을 머리로 하여 언양의 ‘고헌산’ 기장의 ‘탄
산’ 동래의 ‘윤산’ 경주의 ‘낭산’을 함께 연계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무리용산은 무룡산(舞龍山)으로 지금 불리고 있는데, 춤추는 용이라는 뜻이
다. 이 경우 용은 산을 의미한다. 산맥이 굽이쳐 돌아가는 것을 행룡(行龍)이
라 일컫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옛 이름 무리용산의 무리(無里)는 한자의 훈
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무리’를 ‘미리’의 음차로 본다면 순우리말의 ‘용’이라
는 뜻이다. 우리 고유어와 한자어가 합성될 경우 중복시켜 용어를 만든다.
예를 들면 ‘처가(妻家)집’을 들 수 있는데, 가(家)와 집은 동일의 의미이다.
전언에 의하면 무룡산에는 물이 많다고 했다. 산위에 연못들이 있었고, 무룡
산에는 도처에 샘물이 풍성했다. 용은 물을 전제로 한다. 물이 없으며 용은
존재할 수도 없고 활동도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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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북방은 용을 숭상하고, 남방은 봉황을 존숭한다. 북방은 강우량
이 적다. 용은 비바람을 몰고 오는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비를 기다리는 중국
북방 백성들의 염원이 담겨있다. 그러므로 울산의 진산 무리용산은 용과 관련
된 울산권역 백성들의 신앙과도 연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대나 중세의 농경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이다. 기우제를 지내는 곳도 모두 늪이나 샘이나
강이 대부분이다. 기록의 유무를 떠나 지방 수령들이 진산에 제사를 올릴 때,
고을의 안녕과 농사의 풍년을 비는 것이 주된 사안이었음이 분명하다.
진산 ‘무리용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라 고려를 거쳐 조선조까지 소사
(小祀)로서 ‘우불산 신사’에 제사를 올렸던 ‘우불산(于弗山)’이다. 각종 문헌에
울산부 좌병마절제사영 관내에 속했던 ‘우불산’이 지금 양산군으로 편입된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전통 사전(祀典)의 입장에서 볼 때 울산광역시가 우불
산을 양산군에 이관되게 한 것은, 그 경위가 무엇이던 간에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문화유적의 연고권 면에서도 비합리적이다. 울산 권역 산천 중 ‘우불
산’과 진산 ‘무리용산’을 배제하고는 논의가 불가능하다. 이들 두 산은 울산
산천의 핵심이다.
울산 권역의 옛 언양현의 진산은 ‘고헌산’이다. ‘언양’이라는 명칭도 진산인
고헌산과 관계가 있다. 언양현은 선조 32년(1599)에 울산의 속주가 되었다
가 광해군 4년(1612)에 복설되었다. 신라시 거지화현(居知火縣)이었는데, 경
덕왕 시 헌양(巘陽)으로 개명하여 양주(良州) 영현으로 되었다가, 고려 현종
때 울주(蔚州)에 편입된 고장이다. 울주와 울산의 차이는 조선조가 설치한 울
산부와 연관이 있다. ‘거지화’와 ‘헌양’과 ‘언양’은 공통되는 의미가 있을 법한
데 정확한 것은 모르겠다. ‘거지화’의 화(火)는 벌판이라는 우리말의 훈차로
여겨진다. ‘헌양 ․ 언양’의 양(陽)은 산지남 수지북(山之南 水之北)의 함의가
있다.
즉 한양(漢陽)이라 했을 때 북한산의 남쪽과 한강의 북쪽에 위치한 고장이
라는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헌양’은 진산 고헌산의 남쪽에 위치한 고장이라
는 의미이다. 울산읍지부 ｢언양 조｣에 신라시대 거지화현이었는데, 경덕왕
16년(759)에 현치(縣治)를 헌산의 남쪽으로 옮기고, 이름을 ‘헌양’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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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헌양현을 고려 현종 때 울주에 편입되었다가
인종 조에 복치(復置)되면서 ‘언양현’으로 개명했고, 조선조 선조 때 울산에
편입되었다가 다시 복치된 고장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헌양현이 ‘울주’에 편입되었다가 조선조에 와서 ‘울
산’에 복속되었다는 사실이다. ‘울주와 울산’이 명칭이 바뀐 이상 그 위상의
차이가 예측된다. 울주에서 ‘울산’으로 지명이 바뀐 것은 울산 권역의 중심지
가 내륙에서 해안으로 이동된 정황을 말한 것으로 관방의 요새지로 부상한
실상을 지적한 것일까.
울산은 지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가장 많았던 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명은 그 자체가 하나의 역사이긴 하나, 울산의
경우는 그 변화가 현란의 극치이다. 신라시대 ‘굴아화촌’에서 ‘굴아화현’으로
승격되고, 경덕왕 때 전국 지명의 한자화(漢字化) 과정에서 ‘하곡 ․ 하서’로
바뀌었는데, 곡(曲)과 서(西)는 전사과정에서 생긴 착종이거나, 아니면 ‘하서’
는 ‘하곡’의 오류일 수도 있고, 구부러진 곳 또는 물(河)의 서쪽이라는 의미
도 될 수 있다. 이 경우 ‘하’는 태화강을 지칭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고려 태조시 임관군(毛火)에 예속되어 있었는데, 현인 박윤웅(朴允雄)이 좌
명공신이 되었기 때문에, 동진(柳浦面)과 우풍(웅촌면)을 부속시켜 흥려부(興
麗府 ; 고려조를 흥하게 했다는 의미인 듯) 승격시킨 후, 나중에 공화현으로
강등시켰다가 울주로 칭했다.
조선조 태조 6년(1397) 진(鎭)을 설치여 병마사 겸 울주를 관활하게 했다.
태종 13년 (1413, 읍지에는 癸丑이라 했지만 실제로 癸巳이다.)에 진을 혁
파하여 지군사(知郡事)로 하고, 15년 (1415, 乙卯라 했는데, 乙未이다.)에 군
치(郡治)를 계변성 북 5리로 옮겨서 병마도절제사영으로 삼았다. 세종 8년
(1426)에 군치를 병영 서쪽 7리로 옮겨 진을 두고 병마첨절제사 겸 지군사
로 했다가, 19년(1437)에 도호부로 승격시켜 절제사겸 지부사로 했다가, 곧
이어 울산군으로 강등시켰다. 선조(읍지에는 宣宗이 했다.) 31년 (1598,
읍지는 己亥로 했으나 戊戍이다.)에 도호부로 다시 승격시켰다.
임진왜란 시 읍인이

의병을 일으켜 왜군을 토벌한 공이 가장 크다고 이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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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주달하여, 도호부로 승격되고 언양현 까지 관할하게 했다. 광해군 9년
(1617) 도호부사를 두고 언양현을 분설했다. 효종 2년(1651) 남계 하미면을
분리시켜 기장현에 부속시켰다. 언양현과 기장현 역시 울산부와 긴밀한 관계
가 있었다.
울산읍지 산천 조에 ‘무리용산 ․ 달천산 ․ 문수산 ․ 원적산 ․ 불광산 ․ 오산
․ 동대산 ․ 우불산 ․ 효성첨 ․ 파련암 ․ 죽도 ․ 동백도 ․ 도산 ․ 방어진 ․ 황용연
․ 태화강 ․ 어련천 ․ 저내포 ․ 굴화천 ․ 회야강 ․ 초정’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에 관심을 끄는 것이 ‘우불산과 원적산’이다.
우불산은 신라시대부터 역대 왕조가 소사(小祀)로 사전(祀典)에 올려, 춘추
로 향촉을 내려 제사를 올렸던 명산대천 가운데 하나이다. 우불산은 울산광
역시의 모태이고 울산이라는 칭호도 여기에 비롯된 것으로 추측될 만큼 가장
중요한 산이다. 울산의 핵심 산천인 우불산이 언제부터 어떤 연고로 양산군
에 소속된 것인지는 모르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는 잘못이다.
우불산과 더불어 ‘원적산(圓寂山)’이 관심을 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양산군의 진산은 군치 동북 5리에 있는 성황산(城隍山)이라 했지만, 세종실
록 ｢지리지｣에는 원적산을 진산이라 했다. 원적산은 울산과 양산 경계선 언
저리에 있는 산이다. 신증동국여자승람보다 세종실록이 앞서고 문헌의
신빙성도 후자가 앞선다. 또 동국여지승람은 세종실록 ｢지리지｣를 저본
으로 했을 터이니, 양산군 진산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런
지 모르겠다.
세종 조를 지나 후대에 와서 진산이 원적산에서 성황산으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울산과 접경지에 처했던 관계로 군치(郡治)와 가까운 성황산으로 옮
긴 것인지는 조만간 단정하기 어렵다. 군치나 읍치의 이동에 따라 제사나 군
사적 면에서 과거의 진산이 적의하지 못하다고 판단했을 때, 진산을 재배치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후기 제작된 지도에 진산이 표시되지 않은 사례
가 보이는데, 이는 후기로 올수록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희박해진 사실
의 반영이 아닌가 한다.
해동지도(海東地圖)에도 원적산은 울산부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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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군의 진산인 성황산은 없고, 울산부 지도에도 무룡산은 나타나지 않고 동
대산만 표시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산군 산천 조에 진산 성황산과 원
적산이 나와 있는데, 이 산은 군 북쪽 20리에 있고, 천성산(千聖山)이라 부르
기도 하고 소금강산으로 호칭되지도 한다고 했다. 울산읍지에는 부(울산)
서쪽 50리에 있으며 세칭 ‘소금강’이라 한다고 기록했다.
후대에 편찬된 읍지에 원적산을 울산관내로 잡은 것은, 당시에도 접경에
있는 산들을 자기 군현의 관내로 보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세종실록에 ‘원적산’은 양산군의 ‘진산’이며 천성산이나 소금강산으로 부르
기도 하며, 양산과 울산 두 군의 경계에 있다고 했다. 양산군이 진산을 성황
산으로 재지정한 이유를 여기서 엿 볼 수 있다.
양산군 원 진산 원적산은 팔역지(八域誌)에 일천의 성인이 세상에 나왔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했다. 팔역지는 원적산을 ‘연봉이 중첩하고 동
천이 유심하여, 불가에서 천성(千聖)이 나오는 곳일 뿐 아니라 병화를 피하는
복지’라고 했다. 원적산을 울산의 산으로 이중환(李重煥)은 보았다. 울산의
함월산을 주산(主山)이라 불렀는 바, 이는 풍수설에 입각한 것이고, 안산과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등의 개념도 있었을 것이다. 각 지역에 앞산이라 불리
는 산은 거개가 풍수설의 안산(案山)에 해당된다.
언양현의 진산 고헌산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 조에 현 북 십리에 있다
고 했고, 군명은 거지화(居知火) ‘헌양 ․ 헌산(巘山)’에서 ‘언양’으로 변천했다
고 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원래 거지화현이었는데, 경덕왕이 헌양(巘陽)으
로 고쳐 양주(良州 : 양산군) 영현으로 했다가, 고려 현종 대에 울주에 귀속
시켰으며, 인종 시 언양으로 개명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진산에 대해서는 언
급이 없다. 언양읍지에는 선조 기해(己亥, 32년 1599)에 울산에 속했다가
만력 40년(광해군 4년 1612) 언양현이 다시 복설되었다고 했다. ‘산천조’에
고헌산은 현북 10리에 있는데, 주맥은 경주부 서쪽 단석산에서 뻗어와 현의
진산이 되었으며 산정에 기우단이 있다고 했다. 언양현의 진산 고헌산에 농
사와 직결된 기우단이 있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진산의 기능 중 한발에 비를
비는 일이 큰 몫을 차지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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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현에 있는 석남산(石南山)은 현 서편 27리에 있고, 일명 가지산(迦智
山)이라 하는데, 주맥은 고헌산에서 왔다고 했다. 취서산은 일명 대석산으로
주맥을 석남산에서 뻗어놨다고 했으며 여기에도 기우단이 있었다. 언양현의
진산 고헌산은 기우제를 지내는 성소였음이 확인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산천 조에도 고헌산은 현치 북쪽 10리에 있으며 산위
에 기우단이 있음을 밝혔으나, 진산이라 일컫지 않았다. 단지 해당 현 산천
편 첫 머리에 배치하여 진산임을 암묵적으로 표시했다. 기장현의 탄산, 동래
현의 윤산 등은 진산과 합치되나, 진산이 아닌 산들이 첫 머리에 나온 경우
도 있는데, 이들 산이 진산 못지않게 중시된 산임을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관방이나 봉수연락망을 중심으로 울산 권역으로 비정한 ‘언양현과 경주부
기장현 장기현 동래현’ 등의 진산은 울산부의 무룡산을 위시하여 ‘고헌산 ․
낭산 ․ 탄산 ․ 거산 ․ 윤산’이다. 이 중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 조 첫 머리
에 나오는 산이 대부분 진산이지만, 진산이 아닌 산들이 머리에 등장현’ 경
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울산권역과 관계가 있는 장기현의 망해산(望海山)이
그 실례이다. 장기현의 진산은 망해산이 아니고 거산(巨山)이다. 백두대간산’
이축으로 한 한반도 산맥을 논한 책들에 망해산은 동해 끝자락에 용출한 중
요한 산으로 나와 있다.
망해산 정상에 오르면 옛날 건축물이 있었던 흔적이 완연하다. 기왓장과
주춧돌로 여겨지는 석물도 있다. 산마루에 이 같은 건물을 세운 이유가 무엇
인지 확인키는 어려우나, 수군만호가 있었던 포의포만(장기면 모포)이 한 눈
에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군사적인 면과 바다에 제사하는 제의적 기능이 있었
지 않았나 한다. 따라서 증보문헌비고에 나타난 첫 번째 산들은 대부분 진
산이고, 나머지 비 진산의 사례는 장기현의 망해산에 준하는 의미를 가진 중
요한 산으로 여겨진다. 동국여지승람 장기현 산천 조에 거산이 진산으로
나와 있고, 망해산은 뒤로 밀려있다.
울산부가 얼마나 중요한 곳이었던 가는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상도 편장에
서 ‘경주부’ 다음에 ‘울산군’이 편차된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울산이 오늘날
광역시로 승격하여 국가의 중지로 부상한 것은 앞서도 지적한 것처럼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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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이 아니다. 울산군의 위상과 관련하여 경주부의 진산과 주변 산들을 고
찰할 필요가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 조에 낭산을 진산이라 했지만,
증보문헌비고에는 경주 편 첫 머리에 낭산은 동쪽 9리에 있는 산으로만
기록했다. 이로써 보건데 증보문헌비고를 편찬할 무렵 이미 진산의 위상이
약화되었거나, 중앙정부차원에서는 관심의 대상이 못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증보문헌비고의 경주 편에 다 같이 중시한 것은
오악(五嶽) 개념이다. 오악과 진산은 관계가 깊지만, 그 실체를 자료의 부족
으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오악보다 진산과 더 긴밀한 관련이 있
었던 신라의 사진(四鎭)인 ‘동진(東鎭)의 아곡정(牙谷停)과 남의 추화군(推火
郡), 서의 덕산 예산군(德山), 북의 안변(安邊)’은 글자 그대로 제사 기능보다
국방개념이 강했다.
울산 권역 진산을 신라 사진에 접맥시킨다면, 남진(南鎭)인 ‘추화군’에 있었
던 해치야리(海恥也里, 悉帝)와 연계할 수 있다. 추화군은 ‘밀벌’의 음차로 지
금의 밀양 권역으로 인정되고, 이 남진이 신라 남쪽 관방의 요지였음을 뜻하
고, 따라서 밀양 권역과 연접한 울산 권역의 진산과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신라 시대에 사진과 함께 지방에 진산이 설정되었는지는 미상이나, 군사적
필요에 의해 진산개념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경주부의 진산은 낭산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경주부 산천 조 첫머리에
낭산이 나오고, 뒤이어 오악(五嶽)이 나온다. 신라는 오악보다 삼산을 우위에
두었음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삼산은 대사(大祀)에 배정했고 ‘오악’과 ‘사진 ․
사해 ․ 사독’을 중사(中祀)에 배치하여 국가에서 제사를 올렸다. ‘삼산’ 다음
에 ‘오악’이 나오고, 오악 다음에 ‘사진 ․ 사해 ․ 사독’이 편차된 것은, 당시
신라가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근거이다.
오악 다음에 사진이 나오는 것은 ‘악 ․ 진 ․ 해 ․ 독’ 가운데 ‘사진’의 위상
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경주부 산천 조에 진산인 낭산
과 함께 ‘동악 토함산 ․ 북악 금강산 ․ 서악 선도산 ․ 남악 금오산’이 등장한
다. 증보문헌비고는 조선조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오악이나 사진의 중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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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라벌에서 수도 한양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울산 권역의 진산 무룡산과 ‘고헌산 ․ 성황산 ․ 탄산 ․ 윤산’ 등이 경주의 낭
산과 통일신라 이전 신라초기의 오악 및 사진과의 관계도 소상하게 규명해야
하겠으나, 문헌의 부족으로 그 실상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
다. 신라의 사진산(四鎭山)이 중사에 편입되어 국가차원에 제사를 올렸지만,
지방 각 고을에 분포된 진산들은 소사(小祀)에도 편입되지 않았으므로, 군현
차원에서 제사가 이루어진 것 같다. 언양현과 기장현 동래군 등은 과거 울주
의 속현이었고, 양산군 역시 울산 권역의 하나였다. 그러므로 이들 진산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연결고리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 울산 권역 산의 맥락과 진산
백두산은 한반도의 조종산(祖宗山)이다. 서장 곤륜산의 일지가 고비사막을
지나 의무려산이 되고 요동평야를 이루었다가 솟아올라 일명 불함산(不咸山)
개마산(盖馬山)으로, 영조 조에 조종산으로 봉하여 갑산 망덕평(望德坪)에서
제사를 올렸다. 대간(大幹)은 남으로 뻗어 ‘원산 … 태백산 황초령 낭림산 …
두류산 마식령 … 금강산 … 설악산 오대산 … 소백산 … 속리산 … 덕유산
… 지리산’에 끝났다고, 원영의(元泳義)는 그의 저서 조선산수도경에서 밝
혔다.
그는 산맥에는 ‘대간(大幹) ․ 정간(正幹) ․ 지(支) ․ 기(歧) ․ 록(麓)’이 있으
며, 남북을 ‘종(縱)’으로 동서를 ‘횡(橫)’으로 일컫는다고 했다. 그가 규정한
대간을 비롯한 위의 여러 개념정의가 보는 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
체적으로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백두산의 원맥을 곤륜산으로 본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고, 요동의 의무려산은 종국에서도 중시된 산으로
유주(幽州)의 진산이며 사진산(四鎭山)의 하나이다. 요동은 본래 우리민족의
땅이었기 때문에, 의무려산을 우리 선인들은 특히 주목한 것이다.
조선산수도경은 제1편 산도경(山圖經) 제2편 수도경(水圖經)으로 편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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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백두대간은 북부대간과 동부대간 남부대단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간
지(幹支)를 체계적으로 배열시켰다. 산도경에 기준하면 울산 권역은 ‘낙동고
지태백간지(洛東高地太白幹支)’에 속한다. 낙동태백간지는 낙동강 이동의 산
계(山系)로 경북 북쪽에서 남동으로 뻗었고, 태백산 동차정간(東次正幹)은 영
양 검마산에서 ‘백암산 ․ 임물산 ․ 보현산 ․ 사룡산’으로 이어져 정간(正幹)은
경주 단석산(斷石山)에 이른다고 했다.
단석산은 일명 월생산으로 그 한줄기(支)는 남으로 ‘복안 ․ 연박’ 등의 산이
되고, 북으로 치술령이 되어 그 일기(歧)는 동남으로 뻗어 울산권역의 동대산
에 이르고, 또 한 일기(一歧)는 북으로 토함산으로 솟았고, 그 일록(一麓)은
서쪽으로 나아가 명활산에 이르고, 일록은 동북으로 진행하여 함월산 독령
(獨領 ; 獨岺)을 거쳐 장기 서쪽 망해산(望海山)에 이르며, 정간은 서남으로
운문산과 동남으로 ‘전화 ․ 취서 ․ 원적 ․ 금정’ 산이 되어 동래 북 화지산에
이른다고 했다. 화지산 일지는 황령이 되어 부산진의 초량에 이르고, 정간은
남으로 엄광산이 되어 몰운대(沒雲臺)에 이르는 것으로 정리했다.
울산 권역이 포괄된 낙동고지태백간지 산경에 경주의 낭산 언양의 고헌산
양산의 성황산 동래의 윤산 기장의 탄산 등 이른바 진산은 표시되지 않은 걸
봐서, 산의 맥락과 진산은 직접적 관계가 없는 듯하다. 다만 울산의 동대산이
진산 무룡산의 자락이니까 유일하게 포함되었고, 양산의 원적산이 진산으로
표시된 문헌이 있는 관계로 조선산수도경의 산맥 중 울산 권역에 위 두 산
이외에는 진산이 없다.
이와 달리 신증동국여지승람경상도 지도에는 ‘울산의 무룡산, 언양의 고
헌산, 동래의 윤산, 기장의 탄산’이 분명하게 나타나있다. 산과 산맥에 대한
인식이 여지승람과 조선산수도경이 각각 상이했음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산을 백두산으로부터 뻗어나 단절되지 않고 바다를 지나 한라산
이 되었다는 인식은, 방방곡곡 흩어져 살고 있는 백성들을 정감적으로 하나
의 겨레로 묶는 역할을 했다. 사실 조국의 산하는 각각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면하게 접맥되어 있다. 자칫 산이 많은 나라가 과거처럼 무수한 소국으로
분열될 소지가 있음을 예감하고, 이를 하나로 결속시키려는 통치자들의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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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잠재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문헌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78여 소국이 있었다. 이들 소국은 모두 산과 산맥
그리고 하천에 의해 구획되었음을 상기할 때, 백두산을 조종산(祖宗山)으로
하여 ‘대간 ․ 정간 ․ 지 ․ 기 ․ 록’을 정치하게 구분하여 전국토가 하나임을 강
조한 것은 의도적이던 아니던 간에, 절묘한 민족화합의 수순으로 인정된다.
동국여지승람과 문헌비고 등 각종 사서들에 ‘산천(山川)’ 조가 설정되
어 이들 산과 하천의 원류와 역사를 상사하게 기술한 것도 같은 맥락이 아닌
가 한다. 한반도의 산과 산맥을 ‘곤륜산’과 요동의 ‘의무려산’을 거쳐 ‘백두산’
으로 이어졌다가 ‘한라산’으로 끝났다는 인식은 우리 민족의 뿌리가 고비사
막건너 신강성과 만주의 요동 벌에 있음을 천명한 것으로 앞으로도 이를 계
승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전고(東典考) 역시 한반도의 산세를 ‘곤륜산 ․ 의무려산 ․ 백두산 ․ 장백
산 ․ 태백산 ․ 오봉산 ․ 금강산 ․ 설악산 ․ 오대산 ․ 소백산 ․ 월악산 ․ 주흘산 ․
속리산 ․ 덕유산’을 거쳐 ‘지리산’에 마무리 한다고 했다. 울산 권역의 산맥을
태백산 동쪽 지(支)가 동남으로 나아가 ‘금장산 ․ 백암산’이 되고 평해계에 주
령(珠嶺) 삼승령(三承嶺)을 거쳐 영해 북 월명산이 되었다가, 바다를 끼고 흘
러 경주 금오산(남산)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영동(嶺東) 11읍의 천류 모두가
동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했다. 영동 11읍은 ‘영해 ․ 영덕 ․ 청하 ․
흥해 ․ 영일 ․ 경주 ․ 장기 ․ 울산 ․ 언양 ․ 기장 ․ 동래’를 말한다. 이들 11읍은
경주 울산 권역으로 신라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고장이다.
석명(釋名)에 산정을 ‘총(冢) ․ 전(巓) ․ 초(椒)’라 하고, ‘산척(山脊)을 강
(岡)이라 하며, 산이 크고 높으면 숭(崇), 작고 높으면 잠(岑), 날카롭고 높으
면 교(嶠), 낮고 크면 호(扈), 작고 많으면 귀(巋), 위가 크고 아래가 작으면
헌(巘), 산에 초목이 있으면 호(岵), 초목이 없으면 해(垓), 암석위에 흙이 있
으면 저(岨), 흙 위에 돌이 있는 산을 최외(崔嵬)’라 한다고 구별했다. 또 산
의 족(足)을 녹(麓), 산의 구멍을 수(岫), 산의 주변을 애(崖), 애가 높을 때
암(巖), 위가 빼어난 것을 봉(峯), 산이 구석지고 구부러져 높으면 절(岊), 산
이 비탈지면 판(坂), 산이 좁고 높으면 만(巒) 등등 산을 중국에서는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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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각각 이름을 붙였다. 언양현의 진산이 고헌산인데, 헌(巘)은 언(彦)
을 읽는다고 했으니, 고헌산에서 취한 이름 헌양이 ‘언양’이 되는 충분한 이
유가 있다.
이아(爾雅)에 흙이 높이 쌓여 돌이 있는 것을 산이라 한다고 했으며, 석
명에 산은 산(産)인데 만물을 산생한다는 뜻이라고 했으며 설문(說文)에는
산은 선(宣)인바 기를 펼치고 만물을 생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논어에 인
자요산(仁者樂山)이라 했는데, 한시외전(韓詩外傳)에 인자가 산을 좋아하는
것은 산은 만인이 우러러 볼 뿐 아니라, 초목을 자라게 하며 만물을 번식시
키고, 새들한시이고 짐승들한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처럼 삼라만상을 생육하면서도 이를 사유화하지 않으며,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리고 바람을 불게 하여, 천지를 조화시켜 국가를 이루게 하는 것이
마치 인인지사(仁人志士)와 같은 품성을 가졌으므로 인해, 인자가 산을 좋아
한다고 했다.
우리겨레가 자고로 산을 존숭하며 산신령이 계신다고 하는 신앙적 인식은
위에 기술한 중국의 산 인식보다 한결 높고 숭고하다. 고대를 거쳐 중세에
이르기까지 산에 대한 외경심은 신앙과 국방 및 지역사회의 보호의지와 곁들
여 진산으로 구체화되어 고을마다 설정된 것으로 필자는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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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 권역과 관방(關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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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세기 조선과 왜(倭)의 상황
울산 권역의 관방은 울산 병영성을 거점으로 외적을 방어하여 조국을 지키
는 막중한 기능을 수행했다. 기록에 나타난 것을 근거했을 때, 삼국시대와 통
일신라시대 이후부터 대한제국의 소멸과 일제 강점기 이전까지 울산은 조국
수호의 요충지였다. 시대가 변하여 관방의 소임이 약화되자, 관방 못지않은
중화학과 첨단 공업 지대로 부상하여 대한민국 번영의 중심지로 좌정했다.
시대를 초월하여 울산 권역이 이처럼 국가와 민족 번영의 축으로 된 이유
는 지정학적으로 중차대한 지점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
은 글로벌 왕조였던 신라가 해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울산이었던 사실도 결
코 우연이 아니다. 신라 천년 사직의 수도였던 서라벌 수도권의 최대 험요처
였던 울산 권역은, 글로벌 신라의 관문으로서의 역할 못지않게 20세기에 들
어와 대한민국이 경제대국으로 발 돋음하는 발판이 된 것 또한 필연이다.
한국 민족 삼대악무(三大樂舞)중의 하나인 처용가무(處容歌舞)의 설화가 해
양과 관련이 있는 것 역시 울산 권역이 글로벌 신라의 해상 나들목의 하나였
다는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다.
신라를 지나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에 들어오자 강성해진 일본이 국지적 노
략질을 통한 재물의 약탈 차원을 벗어나, 한반도 전부를 유린코자 하는 야심
이 발로되어 다년간에 걸쳐 준비를 하고 있었던 점을 모른 체, 섬나라의 왜
인(倭人) 쯤으로 얕보면서 교만을 떨었던 16세기 조선조 지배계층의 무식과
무사안일의 대가가 임진왜란의 참상이었음을 우리는 지금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 16세기 세계 최첨단 최고 성능을 가졌던 조총의 위력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동아의 패권 국가를 건설코자 한 야심만만한 풍신수길을 과소
평가한 조선조 지식인의 판단착오도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근세 36년간
일제 강점도 풍신수길 유의 전통적 일본 망상가들의 무모한 시도의 일환이지
돌출현상은 아니다.
이 같은 맹랑한 대동아제국의 건설 야욕은 일본이 존재하는 한 소멸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일찍이 우리 선인들을 일본이 한반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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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침노하여 약탈을 일삼을 때 보다, 만행을 자행하지 않고 조용할 때 더
욱 일본을 조심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海左 ｢淸倭論｣ - 海
左集 三十七 論) 사실 조선조 개국 후 임진왜란까지 200년간 왜구의 노략
질이 전무했다. 200년간 위장된 평온에 조선조가 방심한 채 태평성대를 구
가할 무렵, 일본은 조선 침략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다. 차원 높은 관념
론의 극치인 성리학 연구에 사대부 층이 몰두하고 있을 때, 일본의 포악한
무사들은 칼을 갈고 조총을 양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울산 권역의 역사와 임진왜란
일본의 풍신수길이 장졸을 파견하여, 200년 간 지속된 평화를 깨고 수십만
의 대군을 동원하여 동래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킨 뒤, 10여일 만에 수도 한양
을 점령했다. 임란 시 대군이 울산병영을 비켜 동래와 부산진을 제일 먼저
공격한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울산부(蔚山府)가 고려시대부터 ‘헌양 ․ 동래
․ 기장현’을 속현으로 하고 ‘염포 ․ 개운포 ․ 서생포’ 등을 관활할 정도로 전략
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비켜간 것인지도 모르겠다.
1397년(태조 6) 진(鎭)이 설치되어 절제사가 지주사(知州事)를 겸했지만,
1413년(태종 13)에 울산군(蔚山郡)으로 개칭하여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
가, 1417년 경상좌도 병마절제사영을 경주에서 울산(병영동)으로 옮겼다가
1462년(세종 8)에 이를 폐지하고, 다시 진(鎭)을 설치하여 병마절제사가 지
군사(知郡事)를 겸했다. 1459년(세조 5) 동래현 부산포(釜山浦)에 있던 경상
좌수군 절도사영을 개운포로 옮겨, 1592년(선조 25) 동래현 수영으로 되돌
아갈 때까지 존속되었다. 울산 권역은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감안할 때, 왜
구를 방비하는 군사 주둔지로서의 큰 역할을 수행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울산 권역은 중세 이전 삼국시대부터 신라 수도 서라벌과 접경했기 때문에
수도권 중에도 중요한 고장으로 인식되었다. 신라 파사이사금 때 ‘굴아벌현’
으로 일컬어 특히 중시되었고, 선덕왕 시에 자장율사에 의해 ‘태화사’가 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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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불교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맺었고, 경덕왕 때 ‘석남사 ․ 망해사’ 등이 창
건되어 그 위상을 한층 높였다. 757년 신라 경덕왕 16년 전국의 지명을 한
자로 개칭했을 때, 굴아불현이 하곡현(河曲縣)으로 되었다. 굴아벌과 곡(曲)
은 한자의 뜻을 좇아 우리말 지명을 한자어로 바뀐 많은 실례 가운데 하나이
다.
고려가 개국되자 흥례부 또는 흥려부로 승격되었다가, 991년(성종 10)에
공화현으로 강등되었으며 후에 울주(蔚州)로 바뀌었다. 1018년(현종 9)에 방
어사가 설치되었고 1143년(인조 21)에 헌양현(巘陽縣)이 언양현(彦陽縣)으로
개칭되었다. 1361년(공민왕 10) 왜구가 침범했고, 이후 1397년(태조 6)에
진이 설치되고 병마사를 둘 정도로 울산은 관방으로서 그 위상이 한결 높아
졌다. 1598년(선조 31)에 의병들의 무공으로 ‘울산도호부’로 승격되기도 했
다.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1597년(선조

30)에 패주한 왜병이 방위선을 구축

하기 위해, 가등청정과 천야행장 등 왜장(倭將)이 축성한 왜성인 학성은, 울
산 읍성과 병영성을 헐어서 만든 것으로 왜적 침공의 아픈 상처로 남아있다.
이처럼 울산 권역은 왜적의 침략과 아군의 공격과 방어 그리고 패전의 아픈
역사를 함께 갖고 있다.

3) 울산부(蔚山府)의 대왜항쟁(對倭抗爭)
정유재란 때 울산 도산성(島山城)을 중심으로 한 조선 명나라 연합군과 왜
군이 1597년(선조 30) 벌렸던 1차 전투는 도원수 권율이 이끈 아군 5만여
명과, 명장 양호(楊鎬) 등이 통솔한 4만 5천여 명 등 10만 대군과 격전을 벌
렸지만 이기지 못하고, 도산성의 포위를 풀고 경주로 철수했다. 제 2차 전투
는 1598년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계속 되었다. 1차 전투에서 실패한 명장
마귀(麻貴) 제독은 2만 4000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김응서 휘하의 아군 5천
500여명과 합류하여 동래의 적군을 격파하여 울산 부산 간의 왜군 연락망을
끊은 뒤, 도산성을 공격했으나 왜군을 격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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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말엽 ‘한국 ․ 중국 ․ 일본’ 등 동양 삼국이 울산 권역에서 국제적 전
투를 벌인 것도 인상적이고, 그 격전지가 울산이었던 점 또한 울산의 비중을
짐작케 한다. 7세기 후반 백제가 멸망할 무렵, 왜의 수군 1만여 명이 백제를
구출키 위해 백마강 하구까지 진출하여, 당나라 해군과 전투를 펼친 사실을
연상시킨다. 해군 1만여 명을 파병했다고 할 때, 이들 수군과 군수품을 실어
나른 군함이 몇 척이었던가를 상상하면, 7세기 무렵 이 같은 대군을 파견할
수 있었던 왜의 국력과 전투 수준을 유추할 수 있다.
울산은 통시적으로 우리에게도 중요했지만, 왜도 여기를 거점으로 하여 방
어선을 펴고 재기할 전략적 요충으로 삼을 정도로 긴요한 지역이었다. 특히
울산의 왜성(倭城)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진지였던 읍성과 병영성을
훼철하여, 그 석재를 사용하여 저들의 성을 쌓은 사실은, 관방을 허술하게
했을 때 당하는 민족적 치욕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현장인 만큼, 후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산 교육장이기도 하다.
왜성을 일명 ‘증성(甑城)’ 또는 ‘시루성’이라고도 일컬으며 태화강 삼각주에
위치한 50여 m의 학성산을 이용하여 산꼭대기에 터를 만들어 본성으로 삼았
다. 석축과 토축을 지형에 따라 4m 내외의 높이로 구축하여, 본성(本城) 아
성(牙城) 외성(外城)을 만들어 요새화 시켰다. 정유재란 시 철옹성으로 구축
된 왜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조명연합군(朝明聯合軍)과의 두 차례 혈전에도
견딜 만큼 왜군(倭軍)은 울산 권역에 축조된 이 성을 중시했다.
신라시대부터 울산은 관방의 요충지였다. 수도 서라벌의 관문으로서 군사
경제적 요지로서 신라는 특히 중시하여, 경덕왕 때 ‘하곡 하서현’ 등으로 개
칭된 이곳을 임관군(臨關郡 ․곳을시 모화)의 영현으로 삼았다. 신라시대 창건
된 사찰이 호국 불교로서 외적을 방어하는데 중요한 구실을 한 것은 널리 알
려진 사실이다. 수도 서라벌을 방어하기 위해 해안에서 육로로 침투하는 거
점에 ‘지림사’와 문무왕 수중릉인 대왕바위 부근 강 하류에 새워진 ‘감은사’
역시 국방의 진지로서 큰 기능을 수행했다. 개운포 처용암 후면에 창건된
‘망해사’ 역시 이같은 역할을 했다.
울산은 신석기 시대부터 중요한 지역이었음은 반구대 암각화가 이를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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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018년(현종 9)에 방어사를 두고 ‘헌양(언양) ․ 동래 ․ 기장(機張)’의 세
현을 속현으로 했다. 동해안은 일찍부터 왜구의 침입로였기 때문에 신라는
물론이고 고려 조선조도 이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임진왜란 때
동래와 부산진을 왜군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다. 한국의
역대 왕조가 울산 권역을 중시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4) 일본의 동아시아 침탈 전략
조선조 개국 후 200년간 왜구의 노략질이 없었던 것은 앞서도 지적한 것
처럼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평온이었다는 선인의 지적이 낭설
이 아니었음은, 소위 107대 왜왕(後陽成天皇 1587-1611) 시기, 즉 1592년
문록(文祿 상기 왜왕의 年號) 원년에 작성된 풍신수길 한출병시병황(豊臣秀
吉 韓出兵時兵況)이라는 첩보문서도 한 증거가 된다.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 저들 왜군은 조선을 침노하기 위해, 승려를 주축으로 한 수 많은 첩자들
은 파견하여, 당시 조선조의 군사적 정황을 소상하게 파악코자했고, 또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국가나 단체 및 개인이 상대를 공격할 때, 자기보다 약하다는 확신이서야
만 공격하는데, 이는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6.25 동란 시 북한군의 기습도
당시 대한민국의 병황(兵況)이 허약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에 발발된 사변이
다. 임란이전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문건에는 ‘경상 ․ 전라 ․ 충청’ 삼도의
해군 상황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문건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후고를 요
하지만, 내용을 참작컨대 전혀 근거 없는 날조된 자료가 아님이 분명한 만큼,
임진왜란 당신 울산 권역의 군사 상황을 이기하여 독자의 참고로 삼겠다.
본 문건의 첫머리에 삼도(三道) 수군의 전선(戰船)과 장졸 수 및 군량미(燕
餉米)와 좌선 층(座船層), 부선 층(副船層), 귀선 층(龜船層), 좌 수선 층(左輸
船層), 우 수선 층(右輸船層), 좌 탐선 층(左探船層), 우 탐선 층(右探船層),
중군선 층(中軍船層) 으로 분류하여 조선 수군의 실상을 정밀하게 기록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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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府) ․ 현(縣) ․ 진(鎭) ․ 목(牧) ․ 군(郡) ․ 경상좌수사 층 ․ 전라우수사 층(全
羅右水使層) ․ 충청수사 층 등 수군 진지별로 자세하게 적었다. 풍신수길의
명에 의해 승려들을 주축으로 파견된 첩자들에 의해 조사되었다고 문건 말미에
적었다. 조선조 행정 군사 구역은 ‘부 ․ 주 ․ 군 ․ 현’과 ‘도호부 ․ 진’ 등의 층
위가 있는데, 이 문건 역시 이 같은 체계를 좇아 병황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삼도 수군 전선의 총수를 548척으로 잡았고, 세분하여 통영 층(統營層) 전
선 184척, 전라좌수사 층 78척, 경상좌수사 층 65척, 전라우수사 층 135척,
충청사 층 92척이라 했지만, 총계 숫자에 차질이 있다. 삼도 수군(장졸) 총수
를 36,009명으로 보았으며, 통영 층 14,386명, 전라좌수사 층 5,142명, 전
라우수사 층 8,139명, 경상좌수사 층 3,592명, 충청사 층 4,750명이라고 했
다. 수군 장졸의 숫자는 전선의 척수와 달리 정확하게 배분되었다.
삼도 연향미(군량미)의 비축량은 합계 89,398석 인데, 통영 층의 30,548
석, 전라좌수사 층 37,348석, 전라우수사 층 885석, 경상좌수사 층 17,033
석, 충청수사 층 3,485석이 있다고 했지만 합계 숫자는 약간의 편차가 있다.
여하튼 일본은 임진왜란 이전 조선조의 수군과 병선 및 군량미를 상세하게
탐문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사실 이 기록대로 수군과 전선 그리고 군량미가
실재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조선조의 군사 통계는 허수가 많았다고 알
려졌기 때문이다.
조선조는 이태조가 군인 출신인 까닭으로 정권(왕권)의 안보를 위해 철저
하게 무정장무정졸(無定將無定卒) 전략을 구사하여, 한 장수 밑에 병졸을 고
정적으로 배치하지 않았다. 장수가 임지로 부임하면 그곳에 있는 장졸은 부
임한 장수와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군졸이었다. 그러므로 장수의 통솔력은
약화된 반면, 중앙 정부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위험 요인은 배제되었다. 조선
조의 이 같은 군사 전략은 왕조 수호에는 기여한 바가 많지만, 임진왜란 같
은 국란기에는 공격과 방어력의 약화로 인해 국가적 위가를 초래하기 일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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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6세기 울산 권역의 병황(兵況)
이 문건을 통하여 16세기 울산 권역 관방과 관련된 해당 지역의 수군과
전선 그리고 연향미의 현황을 왜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검토하겠다.
이 기록에는 울산이 ‘울산부(蔚山府)’로 기재되었고 장생포진에 진영이 잇는
것으로 되어있다. 울산부에는 전선 1척과 병선(兵船) 2척 거북선 1척 및 사
후선(伺侯船) 4척과 장졸 230명이 주재해 있으며, 수로(水路) 300리 육로
390리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다. ‘전선 ․ 병선 ․ 거북선 ․ 사후선(정보수집선)’
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거북선과 정보 수집함에 해당되는 사후선이 4척이나
있었던 점이 관심을 끈다. 장졸은 230명이 주둔해 있다고 했다. 울산부는 경
상좌수사 층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경상좌수사 층은 수영에 진지가 있었고, 전선 4척 병선 5척 거북선 1척 사
후선 11척 장졸 1,166명이 있었으며, 연향미는 5,751석이 비축되었고, 수로
270리 육로 300리를 관장한다고 했다. ‘기장현’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
후선 2척 장졸 235명 연향미 2,796석이 있고, 수로 300리 육로 310리를 관
장한다고 했다. ‘부산진(釜山鎭)’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4척과 장졸
433명이 주둔했으며, 연향미 1,808석이 저장되어 있었고 수로 240리 육로
310리를 관장했다.
‘서생진(西生鎭)’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3척과 장졸 232명이 주둔했
으며, 연향미 656석이 저장되어 있었고, 수로 370리 육로 280리를 관장했다.
‘두모포진(豆毛浦鎭)’에는 전선 1척 병선 1척 장졸 215명 연향미 503석이
있었고 수로 300리 육로 320리를 관장했다. ‘다대진(多大鎭)’에도 전선 1척
병선 2척 거북선 1척 정보수집선 4척 장졸 435명과 수로 270리 육로 310리
를 관활했다고 했다. ‘개운포진(開運浦鎭)’은 오늘날 현 개운포 또는 해운대
지역으로 여겨지는 바, 이곳에도 전선 1척 병선 1척 사후선 2척과 장졸 250명,
연향미 442석, 수로 240리와 육로 280리를 관장했다.
위의 내용은 풍신수길한출병시병황(豊臣秀吉韓出兵時兵況) 중 경상좌수
영 층에 배분된 울산부와 해당 각진(各鎭)의 병황(兵況)을 이기한 것이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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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왜란에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당대의 초현대식 첨단 조총으로 무장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왜군을, 이들 부(府)와 진(鎭)의 수군들이 방어하기에는 역부
족이었다. 더구나 그간의 연구 성과에 의해 위에 채록된 병황도 문서에만 있
지 실지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장졸이 대부분이었고, 창고에 비축되었다고
적혀 있는 연향미도 사실상 그대로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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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좌수영 층의 중심지가 ‘울산부’였다고 한다면, 장졸 330명과 낡은 배들
로서 대항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왜군이 동래와 부산진 쪽으로 침략한다는
정보조차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경상좌수영 층 병선과 군졸을 합쳐서
대항해도 중과부적이었던 터에, 소수 병력과 전선이 수 백리를 격하여 분산
된 상태에서 왜군과의 전투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현해탄 건너 교활한 왜가 위장된 평화를 강조하면서, 호시탐탐 침략을 노
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까맣게 모른 체 태평성대를 구가한 조선 중기
당국자들의 범죄적 안일 풍조는 민족사의 준열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풍신수길은 무능하고 조선을 침략할 위인이 아니라고’ 왕에게 상주한 사신
의 망발은 그 어떤 미사여구로도 용서될 수 없다.
더구나 이 문서에 적힌 군사상의 숫자도 거의 허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편이니, 임진왜란은 결국 우리가 흉포한 적을 불러들인 셈이 아닌가 한다.
왜군이 부산에 상륙하여 한반도 남부 해안지역을 속속 점령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봉수도 오르지 않았고 파발마도 달리지 않아, 중앙정부에서는 침
략 후 4일 만에 이를 알았을 정도이니, 국정과 기강의 해이는 극에 달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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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울산 권역의 봉수체계(烽燧體系)
1) 울산 권역 봉수와 제2 주봉체계(主烽體系)
경국대전권4 병전(兵典)편 봉수(烽燧) 조에 “평시에는 1거(炬), 적이 나
타나면 2거, 경계에 접근하면 3거, 경계를 넘어오면 4거, 아군과 전투를 벌
이면 5거를 올린다. 서울에는 5원(員)이 이를 병조(兵曹)에 보고하고, 지방에
는 오장(伍長)이 소관 진영의 장에게 보고한다고 하고, 그 주(註)에 목면산
(남산) 봉수대의 중앙을 중심하여 동편에 있는 제1대(臺)는 영안도(永安道 함
경도) 강원도 방면에서 오는 양주 아차산봉수대에 준(準)하고, 제2대는 경상
도 방면으로부터 오는 광주 천천영(穿川嶺) 봉수대에 준하고, 제3대는 평안
도 육로를 경유하여 오는 모악(母岳) 동봉봉수대에 준하고, 제4대는 평안도
황해도 해로(海路)로 오는 모악 서봉봉수대에 중하며, 제5대는 충청도 전라
도로부터 오는 양천(陽川) 개화산 봉수대에 준한다, 라고 했다.
그 세부 각주에 병조에서 사람을 지정하여 망을 보게 하고, 다음날 새벽
승정원에 보고하여 이를 왕에게 알렸다. 만일 이변이 생겼을 때는 야간에도
즉시 보고하게 했다, 고 했다. 목멱산 봉수대는 각 소 마다 군사 4명 오장(伍
長) 2명, 연해와 변경지역 봉수대는 군사 10명 오장 2명이 있었고, 기타 내
지(內地)에는 각 봉수대마다 군사 6명 오장 2명을 배치하고, 군사와 오장은
모두 봉수대 근처 거주민으로 충당했다. 혹시 구름이 끼었거나 바람이 심하
게 불어 연기와 불로 신호를 보낼 수 없는 경우는, 봉수대 군사가 차례로 달
려서 보고 한다.” 라고 했다.
상기 경국대전 ‘봉수’조에 의하면 울산 권역은 목멱산 제2 봉수대 조직
체계에 편성되었다. 목멱산 봉수는 동에서 서까지 배열되어 총계 다섯 개인
데, 그 중 제2 봉수대가 동지

북부와

서를 관할했다. 목멱산 제2 봉수대

는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를 경유하여 광주(廣州) 천임산(天臨山)에 도달하는
봉수를 목멱산 제2 봉수가 관장한다고 증보문헌비고는 경국대전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천천령과 천임산은 같은 산이고, 광주와 양주대는픠께 경기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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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되어지칭했다. 조선조 봉수 5거 중 함경도와 강원도를 거쳐서 오는 제1거가
가장 문제가 되었다.
제1거는 북방의 정세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봉수 연락망임에도 불구하고,
북방의 변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골머리를 앓았지만, 지역이 광범하고
봉수 연락선이 가장 길었기 때문에, 여타의 봉수망과 달리 난제가 많았던 것
은 어쩌면 이해가 되는 면도 있다. 제1거의 초기(初起) 봉수는 경흥 서수라
의 우암(牛巖) 봉수대이다. 우암에서 목멱산 제1 봉수대까지 120여 개의 봉
수대를 경유하고 아차산 도달하여 목멱산 봉수대까지 왔으니, 그 긴 봉수로
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봉수 연락 과정에서 구름
이 짙게 끼고, 강풍이 불 때도 있었을 터이니, 제1 봉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울산 권역 봉수는 제2 봉수망에 속했음은 앞서 말한 바 있다. 제2 봉수망
의 기점은 동래군 다대포 응봉(鷹峯)에 있는 봉수대이다. 봉수 연락망에는 주
봉(主烽)과 간봉(間烽)이 있다. 우선 제2 봉수 연락망이 다대포진에 있는 응
봉 또는 구봉에서 봉수가 올라, 광주 천임산(穿川 ․ 穿山이라고도 함)에 이르
기까지 그 연락망은 아래와 같다.
‘응봉봉수’애에서 초기(初起)하여 ‘황명산 ․ 계명산 ․ 위천(渭川 ․ 원적산이라
고도 함.) ․ 부노산 ․ 소산(蘇山 所山과 동일함) ․ 접포현 ․ 주사봉 ․ 방산 ․ 영
계 ․ 성황당 ․ 성산 ․ 구토산 ․ 여음동(新寧) ․ 토을산 ․ 보지현(甫只峴) ․ 승목
산 ․ 승원 ․ 대야곡 ․ 성산 ․ 계란현 ․ 마산 ․ 감곡산 ․ 봉지산 ․ 개목산 ․ 녹전산
․ 창팔래산(榮川) ․ 용점산 ․ 당북산 ․ 사랑당 ․ 성내산 ․ 망전산 ․ 죽령산 ․ 소
이산(所伊山 단양) ․ 오현(吾峴 청풍) ․ 심항 ․ 마산(馬山 충주) ․ 가엽산(음성)
․ 망이산(충주) ․ 건지산(巾之山 죽산) ․ 석성산(용인) 봉수대’ 등을 거쳐 목멱
산 제2 봉수에 이른다.
위 봉수에서 망이성 봉수 이하는 충청병사 소관이며, 죽령산 봉수 이전까
지는 경기감사가 관장하고, 죽령산봉수대부터 초기 응봉(다대포) 봉수대까지
는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소관이다. 제1 봉수망에 비해서 지역이나 봉수대
수가 작긴하나, 과연 제때에 남산 목멱산까지 위급상황이 전달되었는지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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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도 봉수가 전혀 오르지 않았으며, 봉수제도
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설된 파발조차 침묵했다.
그리하여 왜병이 침입하여 동래 울산 등이 함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4일
간이나 서울에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당시 조선조가
얼마나 무사안일과 안일에 빠져, 모든 군국사무가 마비되었는지 이를 통해
확인된다. 따라서 임진왜란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것이다.
봉수의 봉(烽)은 밤에 불로 상황을 알리고, 수(燧)는 낮에는 연기로 알리는
것을 말한다. 봉화는 본래 밤에 불로서 알리는 것이지만, 주수(晝燧)까지 합
하여 일반적으로 통합적 의미로 사용했다. 낮에 연기는 이리의 분을 태웠다
고 하나,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한 예가 없다. 안개나 구름 및 강
풍 등으로 봉수 연락이 어려울 때, 봉수대에 화포와 고각을 설치하여 소리로
연락하는 제도도 추가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역시 원활한 연락이
되지 않았다.
또 봉수군(烽燧軍)은 시설미비와 구성원 배치의 결손과 산상 생활로 인해,
외로움과 추위 등에 시달려 가장 기피하는 임무 중의 하나였다. 조정에서 수
차례 왜의 침구와 북변 야인의 입구도 제대로 조정에 알리지 못했으므로, 근
무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가 없
었다.
울산 권역 봉수대가 포함된 제2 봉수 연락망 역시 원활하게 전달이 되지
못했다. 위에 열거한 주봉 제2 봉수체계와 별개로 일련의 간봉(間烽) 봉수체
계가 있었다. 주봉(主烽) 연락망의 큰 틀은 동래 다대포 봉수대와 동래 간비
도 봉수대(황령산)를 거쳐 경주와 ‘영천 ․ 안동 ․ 충주(마산) ․ 망이령(층주)’를
지나 광주(廣州) 천임산에 도달했고, 그 사이 수많은 봉수대가 촘촘히 배치되
었음을 앞서 밝힌 바 있다.
봉군(烽軍)은 산상에 근무했기 때문에 맹수의 피해와 기타 많은 고초가 있
었고, 아무리 후망을 열심히 해도 바다에 짙은 안개가 낄 경우, 적선이 상륙
할 때까지 모를 수도 있었다. 주봉과 간봉이 외견상 완벽하게 조직되어 변방
정세가 신속하게 전달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과 도표에만 나타나 있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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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는 봉군이 없는 허구의 봉수대도 많았으리라 여겨진다. 조선조 후기 특
히 숙종 시대에 봉수제를 보완하고 이를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는 거두지는 못했다.

2) 울산 권역의 봉수와 간봉체계(間烽體系)
울산 권역의 봉수대는 주봉보다 간봉체계에 속했다. 주봉 중 울산 권역에
속하는 봉수대는 동래의 다대포와 구봉, 부산진의 황영산(荒嶺山 干飛島)과
동래의 계명산, 양산의 위천(圓寂山), 언양의 부노산, 등의 봉수대가 있다. 고
지도에 나타난 울산 권역의 봉수대는, 서생진 미길 봉수대, 하산 봉수대, 천
내 봉수대, 남목 봉수대, 가리 봉수대, 등이 있다.
울산 권역 간봉체계(間烽體系)는 처음 봉화를 올린 ‘간비도(동래)봉수에 이
어 남산 ․ 아미(阿爾阿示浦 울산 아미산) ․ 미길(示吉) ․ 가리하산(가라산 서생
포진) ․ 천내(울산) ․ 남목(南木 南玉 울산) ․ 하서지(경주) ․ 독산(禿村 경주) ․
복길(卜吉 장기) ․ 뇌성(磊城 장기) ․ 발산(장기) ․ 대동배(영일) ․ 지을(흥해) ․
오봉(흥해) ․ 도리산(청하) ․ 별반산(영덕) ․ 대소산(영해) ․ 광산(영해) ․ 신법
산(진보) ․ 약산 ․ 신석산’을 지나, 주봉 연락처인 안동 봉지산에 도달한다.
제2 주봉 봉수망에 소속된 울산 권역 간봉체계는, 동래 간비도 봉수대에
시작하여 안동 봉지산에 이르는 봉수망이다. 위의 간봉 봉수체계는 지역을
기준할 때 ‘동래현 ․ 울산부 ․ 장기현 ․ 경주부 ․ 열일현 ․ 흥해현 ․ 청하현 ․ 영
덕현 ․ 영해현 ․ 진보현’을 포괄하여 주봉체계의 거점인 안동 봉지산(峰枝山)
봉수대에 접합하여, 북쪽 각주봉 봉수대를 거쳐 목멱산 중앙 제2 봉수대에
전달되었다.
이로써 보건데 조선조 봉수연락망은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지형
이나 기후 조건 그리고 봉수군(烽燧軍)의 기강해이 등 갖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기의 정보 전달 목적은 달성하지 못했다.
울산 권역 봉수대 호칭은 문헌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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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록지리지 · 신증동국여지승람 · 증보문헌비고 · 비국등록(備局謄錄)
· 읍지’ 등 각종 사서와 해당 지역민이 부르는 봉수산의 명칭도 유사하거
나 다른 것이 왕왕 있다. 그 예로 전국 봉수 연락망 제2 봉수체계에 소속된
간봉의 초기(初起) 봉수대(烽燧臺)인 동래 부산진에 있는 ‘간비도’ 봉수는 황
영산(荒嶺山) 봉수로 일컫기도 하고, 울산의 ‘아미 봉수대’ 역시 여지승람
에는 아시포 또는 아미산 봉수로 칭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 같은 동지이명(同地異名)은 한 둘이 아니고, 거의 전 봉수대에 해당된다
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서생포진의 가리하산 봉수대도 ‘가라산 ․ 가리하산
이봉’으로 부르기도 하고, ‘리’가 ‘라’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고, 울산 권역 ‘남
목봉수대’ 역시 읍지에는 ‘남옥’ 등으로 되어 있다. 남목은 장기현에 있는
북목(北牧)에 대칭되는 남부 목장이라는 뜻인 남목(南牧)으로 여겨진다.
현존한 봉수체계는 당나라 제도를 참고하여 고려조를 거쳐 조선조에 들어와
완성되었다. 우리나라의 봉수는 삼국시대부터 나타나고 가락국에서도 있었지만,
고려 중기 의종 시대인 12세 중엽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12세기 초엽
(인종 1년 1123) 고려에 사신 온 송 서긍(徐兢)의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사신 일행이 흑산도에 도착하자, 항로 주변 산마루에 있는 봉수대에서 봉수
가 활활 타올랐고, 이 봉수망이 송경(개경)까지 전달되는 봉수 연락망이 있었
다.”고 기록했다.
몽골의 침입을 받자 고려 봉수제는 몽골식으로 환치되어 운영되다가, 원나
라가 물러간 뒤 왜구의 침탈이 빈번해짐과 동시에, 봉수 제도가 강화되어 송
악산 봉수소가 완비되고, 우왕을 거쳐 고려조가 망할 때까지 엄격하게 운영
되었다. 조선조 개국과 함께 봉수제도가 한층 강화되어 국방에 큰 기여를 했
지만, 후기로 올수록 해이되어 제구실을 못했다.
태종 시대를 지나 세종 시대에 고려 봉수제도를 근거하여 거수(炬數)와 연
대(烟臺)를 규정하고 축조했으며, 나아가 봉수선로를 확정하여 면모를 일신했
다. 숙종 조에 봉수대 간에 거리가 멀어 연락이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간
봉제(間烽制)가 성립되어 주봉(主烽)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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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울산 권역 봉수대(烽燧臺)의 연락망
해동지도에 의하면 ‘울산부’에는 봉수대 8개 처가 수록되어 있는바, ‘임
랑포 봉수 ․ 아시포 봉수 ․ 시길곶 봉수 ․ 하산 봉수 ․ 가리산 봉수 ․ 천내봉수
․ 남목천 봉수 ․ 유포 봉수’가 그것이다. 이들 봉수의 연락체계는, 임랑포 봉
수가 기장 남산 봉수에서 받아 아시포봉수로 보내고, 아시포 봉수는 시길곶
봉수로 연락하고, 시길 봉수는 하산 봉수로, 하산 봉수는 가리산 봉수로, 가
리산 봉수는 천내 봉수로, 천내 봉수는 남목천 봉수로, 남목천 봉수는 북쪽
유포 봉수로 연결되며, 유포 봉수는 북쪽으로 경주 하서지 봉수로 육로로 연
결되었다.
‘언양현’의 봉수는 부노산 봉수 한 곳만 있고, 남쪽으로 양산의 위천 봉수,
북으로 경주 소산 봉수에 연결되었다. ‘양산군’의 봉수도 언양현과 마찬가지
로 원적산 봉수 한 곳 밖에 없는데, 남으로 동래현 계명산 봉수와 북으로 연
양현 부노산 봉수대로 연결되었다. ‘기장현’에는 남산 봉수대와 아시 봉수대
두 곳이 있으며, 남산 봉수는 동으로 동래현 간비도, 북으로 아시 봉수로 응
했고, 아시 봉수는 남산 봉수에서 연락을 받아, 북으로 울산 시길 봉수로 육
로로 연결되었다.
‘동래현’의 경우 해동지도에는 봉수 난이 없다. ‘동래현’이 아니고 ‘동래
부’로 표시될 만큼 중지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록들에 밀렸는지 봉
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황령산 봉수 ․ 계명산 봉수 ․
간비오산 봉수 ․ 오해야항 봉수 ․ 응봉 봉수’ 등 5개 처의 봉수대가 수록되어
관방의 요충지였음을 말하고 있다.
황령산 봉수는 서로 오해야항, 북으로 계명산, 동으로 간비오산 봉수로 응
하며, 계명산 봉수는 남으로 황령산, 북으로 양산군의 원적산 봉수로 응하고,
간비오산 봉수는 북으로 기장현 남산, 서로 황령산에 응하고, 오해야항 봉수
는 동으로 황령산, 서로 김해 성화예산 봉수에 응한다고 했다. 새로 보충한
봉수로 응봉 봉수가 있는데, 동으로 오해야항, 서로 김해 성화례산 봉수로
연결된다고 했다.
‘경주부’의 봉수는 ‘형산 봉수 ․ 하서지 봉수 ․ 독산 봉수 ․ 대점(현) 봉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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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악 봉수 ․ 고위산봉수 ․ 내포점봉수(졉현봉수) ․ 주사산봉수 ․ 소산봉수’ 등
9군데가 있다. 이 중 울산부와 연락되는 봉수는 ‘하서지 봉수’인데 남으로 울
산군 유포 봉수에 응하고, ‘대점 봉수’는 남으로 울산군 가리산에 연결되고,
‘소산 봉수’는 남으로 언양현 부노산 봉수에 응한다고 했다. 위의 봉수 중 괄
호 안에 글자가 있는 봉수는 여지승람과 해동지도와 달리 기록된 것인
데, 괄호가 있는 것은 해동지도의 표기이다. 점(岾)과 현(峴) 모두 고개나
산마루를 뜻하는 바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울산부읍지 봉수 편에는 시길 봉수는 기장 아시 봉수로부터 와서 동편하
산 봉수와 십리 거리에 상응하고, 하산 봉수는 서쪽 시길, 동쪽 가리에 응하
며, 가리 봉수는 서쪽 하산, 동쪽 천내에 응하고, 천내는 서쪽 가리, 동쪽 남
옥에 연결되며, 남옥은 울산부 동 30 리에 있는데, 서는 천내, 동은 경주 하
서지 봉수에 응한다고 했다.
위의 시길 봉수(示吉烽燧)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미길(爾吉)로 되어 있
는바, 이체자(異體字)로 인한 ‘시 ․ 미’의 착종으로 여겨진다.
울산읍지의 봉수 편에는 평시에는 1거(炬), 적이 나타나면 2거, 경계에
접근하면 3거, 지경을 넘어서면 4거, 전투가 벌어지면 5거를 올린다고 하여 
경국대전봉수편의 규정을 그대로 준거하고 있다. 임랑포는 부 남쪽 87 리에
있고, 남은 기장, 동은 아시포 봉수에 응한다. 아시포 봉수는 부남 75 리에
있으며, 서는 임랑포, 동은 시길곶 봉수에 응한다. 시길곶 봉수는 부남 67 리
에 있고, 서는 아시포, 동은 하산 봉수에 응한다.
하산 봉수는 부남 50 리에 있고, 서는 시길곶, 동은 가리산 봉수에 응하며,
가리산 봉수는 부남 20 리에 있고, 서는 하산, 동은 천내, 북은 대점(大岾) 봉
수에 응한다. 천내 봉수는 부동 40 리에 있고, 서는 가리산, 동은 남목천 봉
수에 연결된다. 남목천 봉수는 서는 천내, 북은 유포 봉수에 응한다. 유포 봉
수는 남은 남목천, 북은 경주 하서지 봉수에 접속된다. 부노산 봉수는 언양현
남쪽 5 리에 있다고 했다.
울산 권역의 봉수는 주봉과 간봉 체계에 함께 포함되어, 왜구의 침탈이 잦
았던 지역의 특성상, 봉수체계가 거미줄처럼 밀도 있게 짜여 있었다. 울산부는
‘좌도병마절도사영과 좌도수군절도사영 및 염포영(鹽浦營) 서생포영’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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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관방의 중지였다. 동래현(해동지도에는 동래부로 되어있다.) 역시 ‘부산
포진(釜山浦鎭) 해운포영 다대포영’이 있었으며, 사영과에는 두모포영(豆毛浦
營)이 설치되어, 한반도 동남부 해안 즉 경상좌도의 관방 요충지였던 관계로,
봉수제도 또한 여타 지역에 비해 정치하게 개설되어 있었다.
16세기 왜(倭)는 한반도 침략을 오랫동안 준비해 오다가, 조선조 개국 후
200년간 지속된 평화로 인해 기강의 해이와 무사안일의 풍조가 만연하여,
완벽하게 짜여진 봉수연락망도 제 구실을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관방체계를
하루아침에 와해시키고 노도와 같이 조국을 유린했다. 속절없이 붕괴된 경주
부와 달리 울산부는 의병이 봉기하여 왜병의 간담을 써늘하게 했을 뿐 아니
라, 심각한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그러므로 울산의 사인(士人)과 백성들은
한국 전투사에 있어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과 전력을 가다듬은 관군과 명나라 수륙 대군의
파병에 힘입어, 왜군은 결국 패퇴했다. 임진(1692) · 정유(1697)왜란 이후
210년 만에, 다시 왜(倭)는 한반도를 강점했다. 조선조 개국 후 200년, 임진
․ 정유왜란 이후 210여년 만에, 다시 나라를 빼앗긴 참담한 현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1945년 광복된 지 60여년이 흐른 현재, 일본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형식을 달리 하여 또 다른 침탈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
닌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왜적을 방비하기 위해 ‘신라 · 고려 ․ 조선조’를 거치면서 정비된 봉수제도
도, 고종 31년(단기 4227년, 서기 1894년, 開國 503년)에 혁파되었다. 봉수
제도가 혁파된 연도가 5천년 민족사를 통해 최초의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하
기위한 기반 구축을 위해 선포한 자체기년(自體紀年)인 개국 원년(元年)에 폐
지된 사실도 의미심장하다.
근대적 통신시설의 발전과 당시 전 세계로 문호를 개방한 대한제국의 외교
정책과도 접맥되었으며. 봉수제도의 혁파와 국권의 상실이 병행했다는 사실
도 주목된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 남아있는 봉수대를 이대로 방치할 것
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문화재로 재인식하고 이를 문화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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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권역 산천의 과거와 현재를 고찰했다. 과거와 현재는 연결되어 있는
바, 그 연결 고리와 변화에 대해서 현재 상태를 역사적 맥락에 근거하여 논
의를 전개했다. 울산 지역 산의 변모가 뜻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 변모의 양
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다. 여타 지역에 비
해서 울산 권역의 산은 공업 단지가 조성된 해안 지역을 논외로 칠 때, 비교
적 과거의 모습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 권역에 존재하는 산과 산맥이 무엇을 의미하며, 이들 산이 끼친 영향
이 어느 정도이고, 인문지리적 시각으로 그 심오한 함의를 밝힐 경우, 울산
권역의 기층문화 층위에 유입된 다양한 문화와 합성되어, 울산 권역 나름의
문화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현존하는 울산 권역의 모든 중요한 산들을 점검했다. 현존 이
들 산들이 포괄하고 있는 제반 민속 신앙과 사찰 그리고 유학에 근거한 각종
서원이나 사우 등도 천착할 필요가 절실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구
체적으로 조명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산과 풍수사상은 관계가 멀고도 싶다. 우리 겨레는 말로는 풍수를 미신이라
규정하고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이를 신봉하고 있
다. 산이 수많은 갈래로 뻗어나고, 강과 개천이 굽이굽이 휘돌아가는 우리나라
의 지형 상 풍수는 경우에 따라 과학일 수도 있다. 배산임수나 ‘조산 ․ 주산 ․
안산’ 등은 바람을 막고 따뜻한 양기를 받아드리기 위해 결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 농경국가인 만큼 관개의 필수인 강과 냇물은 생명선 그 자체이고, 매서
운 서북풍을 막아주는 북쪽에 위치한 산은 안락한 삶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한국 인문지리의 근저에는 풍수가 깔려있기 마련이고, 이를 표
면으로 부정하려는 사람이 많기는 하나, 구두선에 불과할 것은 너무나 당연
하다. 일찍이 세종대왕이 풍수설의 미신적 성향을 강하게 비판했던 신하에게
“너의 아버지 묏자리는 풍수설에 입각하여 잡지 않았느냐?”라고 호통 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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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가 이를 증명한다. 울산 권역은 풍수는 물론이고, 인문지리 및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세계적인 공업 단지가 조성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울산 권역의 진산과 봉수대 및 신라시대부터 존치된 각종 군사기지 역시
지정학과 풍수적 산천형세와 무관치 않다. 동해 남부와 남해에 걸친 울산 권
역의 위상은 해양 세력인 일본에게 있어서 대륙진출의 중요한 통로였다. 통
시적으로 왜관이 울산 권역에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울산 권역은 대마도를 거쳐 일본 내지로 가는 요로였으므로, 신라 고려 조
선조 등 역대 왕조들의 국토방위의 요충지였다. 그러므로 울산 권역의 관방
은 국가 존속의 기틀이 되었다. 기장현 송정리와 울산부(장생포진), 부산진,
서생진, 두모포진 (기장현 죽성), 다대진, 개운포진(현 개운포 또는 해운대)
등 울산 권역의 증세 해군 기지는 왜의 침략을 방비하는 국방 요새였다.
임진왜란 시 이들 해군 기지가 유린됨과 동시에 조선조 국방이 누란의 위
기로 접어들어 와해로 치달은 것은 필연이다. 울산 권역의 국가 차원의 중요
성은 옛날에 비해서 약화된 것이 아니라 한층 증폭되었다. 울산 권역의 문제
가 생겼을 때, 그것은 곧 국가적 위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울산 권역은 동서로 연결된 울산부와 동래부가 핵심이다.
지금 비대해진 부산은 사실상 통시적 맥락으로 볼 때 울산 권역에 포함된
다. 해군 함정과 군사들이 오가던 울산 권역 해역에 지금은 거대한 조선소가
자리 잡아 초특급의 선박들이 제작되고 또 세계로 수출되는 상품들을 실은
거선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것도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울산 권역은 신라시대부터 중지였다. 신라는 삼국 중 글로벌 국가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 그 무렵 울산은 세계로 뻗어가는 국제항으로서 직능을
수행했다. 처용설화가 아라비아와 연계되었다는 설도 그 진부를 떠나 글로벌
신라의 위상을 말한다. 신라 왕릉들에 출토되는 갖가지 서역문물들에서 신라
가 해양으로 진출하는 관문이 울산 권역이었음이 확인되고, 울산 해안을 통
해 다수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도 서라벌로 진입하는 관문으로 울산의 중요성은 중세 사전체계(祀典體
系)에서 우불산과 산 아래 있는 우불산신사가 소사(小祀)로 존숭되었다는 점

180

蔚山 圈域의 山과 그 文化遺蹟

도 참고가 된다. 중세에서 제사와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필자는 울
산이라는 지명도 우불산의 ‘우불(于弗)’과 울산 권역에 존재했던 소국 우시산
국(于尸山國)의 ‘우시’와 관계가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
울산 권역의 진산인 울산부의 무룡산, 양산군의 원적산, 동래현의 윤산, 기
장현의 탄산, 언양현의 고헌산 등은 지금도 다행스럽게 옛 모습을 잘 보존하
고 있다. 이들 진산에 대한 정밀한 현장답사와 진산을 위요한 각종 신앙과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현장답사와 주민들의 접촉을 통
한 전설과 고대 신앙을 추출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자면
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 그 진면목과 실상
을 파악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
울산 권역의 진산과 더불어 봉수 체계 역시 봉수대가 있었던 산들을 답사
하여 그 유적을 찾아야 제대로의 정황을 악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용이하
지 않았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울산 권역의 봉수체계는 조선조의 제2봉수
망의 초기봉수(初起烽燧) 계열이고, 간봉(間烽) 체계에 배속되었다. 동래의
‘간비도’ 울산의 ‘아미산’ 서생포의 ‘가리하산’ 울산의 ‘천내 ․ 남목’ 등으로 이
어져 경주를 거쳐 주봉(主烽)으로 연계되었다.
위에 기록한 이들 산들을 모두 답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과 시간 소요
되는 것으로 이는 개인이 하기에는 벅찬 일이다. 여하튼 이들 봉수산들을 지
금처럼 망각의 산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중세 국방상의 정보 체계로 재인
식하여 이를 등산로로 개척함과 동시에 국방과 역사 및 문화 탐방로로 개발
할 것을 제안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그치면서 울산권역의 의병과 백성들의 침략 왜군들
에 대한 장렬한 항쟁은 한국 전투사에 길이 남을 업적이다. 도원수 권율과
좌병사 고언백, 우병사 정기룡 등이 명나라 군사와 연합하여 왜장 세 명을
위시하여 무수한 왜병을 죽이고 진영을 불태우는 전과를 올렸다.
울산의 도산성 전투는 왜병의 사활을 건 결사적 방어로 완승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왜군의 한반도 침략의지를 꺾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임란 시
부산 동래가 함락되자 울산 출신 서인충(徐仁忠) 서몽호(徐夢虎) 김태허(金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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虛) 등이 고을 안 장정들을 모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의하고,
용감하게 대항했던 의병들을 잊을 수 없다.
의병장 서인충은 울산에서 편성한 해군을 이끌고 문무왕 수중릉 해안 이견
대 앞 해전에서 수많은 왜군을 죽였고, 장기 소봉대 앞 해전에서도 군기를
노획하고 적병들을 살상했다. 이로써 보건데 울산권역 백성들과 선비들의 충
효정신은 그 어느 곳보다 구국정신이 치열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인충 등
이 조직한 울산 의병대는 경주권역까지 진출하여 왜군을 격파했다. 그 공로
로 서인충은 부산첨사로 승진했고 원종 1등 공신에 녹훈되었다.
중세 국가신앙체계는 ‘대사 ․ 중사 ․ 소사 ․ 잡사 ․ 음사’ 등으로 나눌 수 있
다. 울산권역은 잡사(雜祀)와 음사(陰祀)에 포용되는 토속신앙이 완강했다.
울산 권역 방방곡곡을 누벼서 일들에 포용되는 각양각색의 신앙들과 애니미
즘에 해당되는 자연물 숭배의 현장과 그 실상을 밝힐 필요가 절실하다. 이는
울산권역 문화의 모태가 되는 기증신앙인만큼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도 소멸된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이를 방치하면 귀중한 기층문화유
산을 영원히 유실할 우려가 많다. 그러므로 울산문화센터에서 이에 대한 조
직적이고도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언하고 싶다.
본고는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울산권역의 산들을 망라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붙였다. 특히 단순히 산 개체에 국한하지 않고 산의 맥락과 연계하여
산맥이 갖는 의미를 개설적으로나마 천착코자 했다. 산의 개념과 산이 갖는
다양한 함의도 규명코자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곡진하게 밝히지 못했
음을 아쉽게 생각하다. 특히 중국 측 문헌에 기록된 산의 개념과 변별을 참
고하여 울산 권역의 산들을 새롭게 보고자 시도했으나, 이 역시 문제 제기
수준에 머물렀음을 인정하고 다음 연구자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
를 걸어본다.
끝으로 이 같은 산의 맥락과 진산과 봉수 및 관방에 관한 과제를 선정한
울산발전연구원 서근태 원장님과 김석택 센터장과 이경희 연구원과 아울러
이 과제를 선정하고 토론을 맡아주고 비평해준 여러 학자들과 과제 심의위원
들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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