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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 울산을 중심으로 동남해안권에서의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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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양자원들의 활용과 운영을 살펴보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중앙집권
적 국가체제를 완성하였고 과거를 통해 관료를 선발하여 300여개의 지방
에 수령을 파견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
고자 하였다. 울산은 조선시대 경상좌병영이 위치한 군사도시로써 주요
한 고을임과 동시에 지리적으로 해양과 접해있는 지정학적인 특징을 지
닌다. 비단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울산지역에의 정
치적 장악과 통치는 국가의 안보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중앙에서는 지방을 통치하기 위해 다양한 지리지를 편찬함과 동시에
지역에서도 엘리트 스스로 거주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리지를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리지, 지방지, 읍지류
에는 인구, 풍속, 지리, 물산 등이 기록되어 있다. 지방의 사회경제적 기반
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조선시대의 국가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과연 조선시대 울산의 지역은 어떠한 지역적
특성이 중앙과 관련을 맺고 있는지? 울산이 가진 해양과 대륙을 잇는 교
두보로써의 지정학적 특징이 지역사회에도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특히
해양을 중심으로 인민과 물산의 활용과 운영을 살펴보는 것은 울산이라
는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을 넘어 조선시대사 연구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라 생각한다.
주제어: 울산부호적대장, 어기, 어장, 염전, 곽암, 전복, 두모악, 해척, 염한, 해녀
Key Words: Ulsan Household Register, Fishing Ground, Salt Field, Seaweed Rocks, Ear Shell,
Dumoak, Fisherman, Salt Workman, Female D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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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우리나라 동남부해안에 위치하며 남해와 동해를 구분 짓는 지
되는, 서쪽에서 발원하여 동쪽인 동해로 향해 흐르는 강인 태화강이 흐르
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으로 선사시대 이래로 울산은 해양과 사회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또한 바다로 열려있는 지정학적
인 특징은 역으로 해양으로부터 접근하는 외적의 침입을 용이하게도 하
였다. 따라서 울산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중앙의 안정적인 통치는 국가
전체의 사회경제는 물론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는 경상도의 좌도와 우도 가운데서 좌도의 군사요충지로서 경상좌도병마
절도사영이 위치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물산이 풍부하여 전체 70여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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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자, 한류와 난류가 흐르는 특징을 가진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몇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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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고을 가운데서 인구가 많은 고을 중 하나였다.
이러한 지리적ㆍ지정학적인 특징은 일제시대는 물론 산업화 과정에서
도 주목을 받았고, 1960년대 이후로 울산은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과 같
은 중공업 시설이 집중적으로 육성ㆍ발전되어 왔다. 1997년 광역시로 승
격된 울산은 산업화 과정에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전국에서 많은 수
의 이주민이 울산에 살게 되었으며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해양이라고 하
는 지리적 특성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울산에 대한 역
사성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탐구와 이해에 그치지 않고, 산업화 이
후 다양한 지역에서 이주하여 도시를 이루고 있는 현재 울산의 많은 이들
이 향토의식을 가지고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전근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 까지 해양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적
특수성을 본고에서는 조선후기에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는
지역적인 현상과 양상들에 대한 연구에 국한 되지 않고 현재 전근대 사회
경제사에서 주목받고 있는 해양과 해안가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히는 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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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울산
지역에서 어떠한 해양의 자원 즉, 바다와 관련된 물적·인적 자원이 국가와
지역에서 파악 및 운영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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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근대 사회의 사회경제상을 살펴보는 주요한 사료들은 대부
분 토지와 인구에 집중되어, 이에 치우친 연구들이 진행되어온 측면이 있
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사회경제적인 양상들을 살펴보기 위한 앞선 연구들
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대상의 확대
와 다양한 연구 시도가 모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우마에 대한 연구, 임업
에 대한 연구 그리고 연근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상품경제의
발달 양상을 비롯한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제 양상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
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면해 있는 지리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조선후기 바
다와 해양에서의 사회경 제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해양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생산양식이나 특산품과 같이 물산에 대
한 연구뿐만 아니라 해양을 통한 운송로에 대한 연구 수군연구 그리고 해
양사고와 같은 분야들도 연구되어 오고 있다1). 그런데 해양의 물산에 대
한 연구들이 최근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과 일부 남해안에 대한 연
구에 집중되어 온 측면이 있다2). 이는 우선 선박과 어로 기술 등의 한계로
인해 전근대에는 연근해 어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서남해안의
연해와 도서들에서의 연구에 비해 동해에서의 어로활동은 연구가 미흡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해안의 전라도를 중심으로 한 섬 연구, 충청
· 경기권 지역에서의 관방시설에 대한 연구들이 지역학과 맞물려 활발한
연구 활동과 연구가 축적되어 오고 있다. 해양을 연구주제로 환경사적인
1) 조선후기 서남해안 지역의 호적자료를 이용한 수군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김경옥, 「조선후기
(朝鮮後期) 청산도(靑山島) 주민들의 입도(入島)와 수군진(水軍鎭)의 설치」『韓國島嶼硏究』(19-2, 2007);
임학성, 「조선 후기 京畿 島嶼지역의 水軍鎭 설치와 주민 생활 양태-水軍防禦營이 설치된 永宗島의 戶籍
자료 분석 사례-」『역사민속학』 (57, 2019)
2) 조선시대 남해안의 어촌에 대한 연구 역시 호적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송양섭, 「19세
기 거제도 舊助羅 촌락민의 職役變動과 家系繼承 양상 - 『項里戶籍中草』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67,
2014);정민영, 「18세기 말~19세기 해촌(海村)의 공동납(共同納) 운영 방식 –거제(巨濟) 구조라리(舊助羅
里) 고문서를 중심으로-」『古文書硏究』(4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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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 할 수 있는 울산지역에서의 해양에 대한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
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동남해안권에서 울산을 중심으로 연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전산화’ 사업 및 지역학에 대한 연구의 기반이 축
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지역에 대한 조선후기사의 연구는 『경상도울
산부호적대장』과 관련 고문서를 활용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
다4). 서남해안권에서도 호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재구성하는 연구들
이 존재하지만, 한정된 지역이나 단일 시기의 호적자료만이 남아 있다. 이
에 비해 울산의 호적자료는 울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지역사회에서도 고문헌・고문서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있다.
조선후기 울산에 관심을 둔 연구들 가운데서 호적의 다양한 기록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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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가능한 것은 현재 울산대학교에서 전산화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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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도 이를 연구한 논문이 있다3). 이러한 관점에서 동남연안의 중심

데서도 개인과 가족들에게 조세 수취를 위해 부여된 직역(職役)과 신분(身
分)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있다.5) 이는 울산이라는 지역이 호적이 대규모
로 남아 있는 다른 지역과 달리 경상도의 좌병영이 위치한 군사도시라는
특징과 함께 목장이라는 국가시설과 해안에 위치한 지역에 따른 직역기
재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울산이 임진왜란 당시 주요한 전장
임과 동시에 마지막까지 왜군의 거점지로서 전후 지역과 지역민의 특수한
사례들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한 논문들도 존재 한다6).

3) 김문기, 「소빙기와 청어: 천・해・인의 관점에서」『역사와 경계』(89, 2013)
4) 『울산부호적대장』을 기초로 이루어진 논문들로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박종현, 「17~18세기 초
울산호적대장의 여성 지칭어와 호주의 직역관계 - ‘氏’와 ‘召史’를 중심으로」『역사와 경계』 (96, 2015); 박
종현, 「17~18세기 울산의 계층별 항렬자 사용양상 - 『울산부호적대장』에 등재된 일부 가계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사』 (42, 2018); 박상현, 「17~18세기 울산 내 海尺의 존재 양상과 변화」『島嶼文化』(55, 2020)
5) 김영록, 「17세기 후반~18세기 초 경상도 邑治의 戶口 구성과 변동 –대구・울산・단성호적대장의 비교-」『역
사와 경계』(96, 2015)
박상현, 「17~18세기 울산 내 海尺의 존재 양상과 변화」『島嶼文化』(55, 2020)
이정수, 「울산호적대장을 통해 본 고공의 노동성격 검토」『역사와 경계』(109, 2018)
정석종, 「朝鮮後期 社會身分制의 崩壞 : 蔚山府 戶籍臺帳을 中心으로」『大東文化硏究』(9, 1974)
6) 양흥숙, 「『울산부 호적대장』을 통해 본 조선후기 降倭의 존재와 정착」『한일관계사연구』(54, 2016); 이정수,
「『울산부호적대장』에 보이는 협호의 노동성격 검토」『지역과 역사』(4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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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울산지역의 특수성을 고찰하는 이러한 논문들의 발표에도 불구
하고, 지속적으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7). 다
만 해양과 관련하여,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연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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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제주도와의 관련성을 가진 ‘두모악’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울산지역의 해양과의 관련성이
조선후기 전체적인 역사상에서 어떠한 위치를 가지며 그 특수성이 울산
이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첫째, 울산지역의 물산에 어떠한 물목들이 파악되었는지를
조선전기로부터 후기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토산과 공산 물목 가운데서
바다와 해양에서 구하여 바쳤던 물목들의 현황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둘
째, 이러한 물목들에 대한 조세 수취가 조선 전기로부터 후기까지 어떠한
조세 시스템으로 변동되어 왔으며 울산에 부여되었던 각종 해양관련 세
금이 영남지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분배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셋
째, 앞에서 살펴본 물목과 조세 제도가 실제 울산 지역에 거주하였던 거주
민들에게 어떠한 의미와 영향을 끼쳤는지를 호적과 관련 고문서를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울산이라는 지역이 가지는 특수성과
지역성을 고찰해 보고, 나아가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및 문화사 분야의 연
구 대상과 방법론을 찾는 시초가 되기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Ⅱ. 울산지역 해양자원의 분포와 파악
조선시대 조세 수취의 근간은 조용조(租庸調) 체제로, 국초부터 유지하
였다. 8도에서의 공납을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산품과 토산품에 대한 중
7) 울산지역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학위논문들로는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발표된 바
있다. 안수연, 『조선후기 방어진목장의 운영과 목자』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상호, 『조선후기
울산지역 봉수군에 대한 고찰 : 『慶尙道蔚山府陸軍諸色庚寅改都案』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 송윤철, 『조선시대 제주유민의 발생과 울산 지역의 ‘두모악’』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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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되었다. 특히 세종대의 지리지는 이후의 읍지나 지방지의 근간이 되
었다. 다음 <표 1>은 1454년의 『세종실록지리지』, 1530년 『신증동국여지
관련된 물목만을 나타낸 표이다.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년
비고

영남읍지 1871년

No.

土貢

토공

土産

토산

土産

토산

1

魚皮

어피

占察魚

점찰상어

占察魚

점찰상어

2

占察皮

점찰피

黄魚

황어

黄魚

황어

3

吾海曹

검은해초

鰱魚

연어

鰱魚

연어

4

藿

미역

廣魚

광어

廣魚

광어

5

細毛

세모

大口魚

대구어

大口魚

대구어

6

海衣

김

鰒

전복

鰒

전복

7

靑角

청각

紅蛤

홍합

紅蛤

홍합

8

全鮑

전포

青魚

청어

青魚

청어

9

乾蛤

건합

洪魚

홍어

洪魚

홍어

10

洪魚

홍어

鯊魚

상어

鯊魚

상어

11

防風

방풍

海蔘

해삼

海蔘

해삼

12

烏魚骨

오징어뼈

石花

석화

石花

석화

13

天門冬

천문동

銀口魚

은어

銀口魚

은어

14

古刀魚

고등어

古刀魚

고등어

15

魴魚

방어

魴魚

방어

16

海獺

해달

海獺

해달

17

烏海藻

검은해초

烏海藻

검은해초

18

海衣

해의

海衣

해의

19

藿

미역

藿

미역

20

牛毛

우뭇

牛毛

우뭇

21

錢魚

전어

錢魚

전어

22

絡締

낙지

新增

絡締

낙지

23

文魚

문어

新增

文魚

문어

24

防風

방풍

25

天門冬

천문동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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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람』, 그리고 1871년의 『영남읍지』에서 각각 울산의 토산 품목中 바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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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서의 파악 및 관리가 필요하였는데, 이를 위해 각종 지리지와 읍지가

今無

<표 1> 울산의 토산, 토공 항목中 해산물
※출처: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嶺南邑誌』6冊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古4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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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의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지역에서 채취되어 중앙으로 상납된
물목 이른바, 토공의 물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채취된 것이 아니라, 이를 가공 유통하여 중앙에서 받은 진공품으로, 표에

조선시대 울산지역 해양자원의 활용과 운영

서와 같이 상하기 쉬운 생선의 경우 가죽[皮]의 형태로, 홍합이나 오징어
의 경우 말려 가공한 것을 올렸음을 알 수 있다.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
승람』은 서명에서 알 수 있듯이 1481년 간행된 『동국여지승람』을 새로 증
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세종실록지리지』가 간행되었던 단계에서 울산의
토산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3가지의 해산물이 울산의 토산물이었다. 이
후 신증 단계에서는 낙지와 문어가 추가되었다.
이후의 읍지나 지리지에서의 토산품 물목들은 대동소이하였다. 아울러
18세기의 읍지를 후사한 『蔚山府輿地圖新編邑誌』(1786년)에도 위의 표와
대동소이 하지만, 문어가 없고 대신 고운소금[沙鹽]이 올라와 있다. 토산
품들은 울산 연근해에서 잡히는 다양한 어류와 해초류들이 수록되어 있
을 뿐만 아니라 은어와 같이 내륙의 강가에서 잡히는 어종 역시 파악되어
있다. 이 물목中 시기에 따라 어종이 사라지거나 잡기 힘들어질 경우에는 ‘
금무(今無)’ 즉, 현재는 없다는 주기가 따로 붙게 된다.
이 물목 가운데서 해의(海衣)가 있는데, 오늘날 바다에서 나는 김을 뜻
한다. 그런데 『울산부호적대장』에는 17세기 중반까지 ‘해의장(海衣匠)’이
라는 직역이 부여된 이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미역 산지로 유명한 곽암
이 위치한 울산부 유포면(柳浦面) 판기리(板機里)와, 어물동(於勿洞) 등지
에 거주하였다. 이들에게는 장인을 뜻하는 장(匠)이라는 자(字)를 붙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김을 채취하여 가공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
했기 때문이고 또 이러한 기술을 대를 이어 전승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해의(海衣)는 얇은 포나 종이의 두께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통
요리를 연구하는 김상보 교수는 닥나무로 종이를 만드는 기술과 흡사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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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틀에 맞게 얇은 형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한 기술과 도구를 요했기
때문에 장인의 일종으로 호적상 파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는 읍지류에 기록되었다면, 이러한 물산을 채취, 가공, 유통에의 담당하
는 인적자원 역시 국가는 파악하고 일정한 역을 부여하여 운영하였다. 지
역과 국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호적대장이라고 하는 장부에 기록하여,
민인들을 호단위로 묶어 파악해왔다. 현존하는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
中 온전하게 全지역이 남아 있는 시기는 1765년으로 다음 표는 해당 시기
의 해양과 관련된 직역들을 나타낸 표이다.

부내면
(府內面)
내상면
(內廂面)
동면
(東面)
유포면
(柳浦面)
농소면
(農所面)
범서면
(凡西面)
대현면
(大峴面)
청량면
(靑良面)
온양면
(溫陽面)
웅촌면
(熊村面)
合

수군
(水軍)

염한
(鹽漢)

침수
(沈水)

주사
(舟師)

능노
(能櫓)

진상
(進上)

사부
(射夫)

물선
(物膳)

수영
(水營)

合

29

33

47

4

3

29

0

0

2

147

7

12

0

0

0

0

0

0

0

19

0

1

2

1

0

1

0

0

0

5

3

25

0

2

7

2

2

9

11

61

6

4

0

1

0

0

0

0

0

11

4

3

0

1

0

0

5

0

1

14

15

14

2

63

49

36

11

12

71

273

8

8

0

6

30

0

1

6

26

85

52

3

0

8

35

3

12

2

153

268

4

0

0

2

5

0

1

0

27

39

128

103

51

88

129

71

32

29

291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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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을 포함한 지방의 물산들이 최초 지리지로부터 각 지방에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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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보고 있다8). 아마도 종이를 만드는 방식과 같이 수분을 빼어내

<표 2> 18세기 울산부의 해양관련 주요직역 분포
※출처: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1765년

8) 『중앙SUNDAY』254호 28면, 2012년 1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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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서 제시한 직역은 수군(水軍), 염한(鹽漢), 침군(沈軍), 주사(舟師),
능노(能櫓), 진상(進上), 사부(射夫), 물선(物膳), 수영(水營)이다. 이 가운
데, 군대의 특정한 군종을 나타내는 군역으로서의 직역과 함께, 염한(鹽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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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沈水), 진상(進上), 물선(物膳) 등은 각각 해양에서 나는 물품을 관
에 납부하는 형식이 직역에 특정되어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 소금의 생산
과 이를 진공하는 일을 담당하는 염한(鹽漢), 물속으로 들어가 전복 등의
해물을 채취하는 침수 혹은 침군(沈軍)등은 『울산부호적대장』에서 나타
나는 인적자원의 활용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 염한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군역과 겸역(兼役)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18세기 중반까
지 염한들에게 군역에 더해 소금생산이라는 고역이 부여되었음을 보여준
다. <표 2>의 전체 남성의 구수 대비 해양관련 직역의 수와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동면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동면을 지도에서 찾아보면 바다
에 둘러싸인 반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각종 포구와 어촌이 존재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1765년의 호적상의 다른 지역과의 비교해 볼 때 동구주
민들 가운데서 해양과 관련된 직역을 가진 비율은 아래의 <표 3>과 같이
1%에도 미치지 않고 있다. 호적대장상의 직역으로만 보면 동면의 주민들
에게는 바다에서의 일정한 물목을 거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 우선 1765년 동면의 전체 인구수는 1421명이며 이중 남구는 637
구이다. 426구가 목자 및 사노목자, 목관노와 같이 동면에 위치한 남목관
에 관련된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남구의 67%가 남목에 관한 직역이
부여되어 있는 등 해양과 관련된 직역이 다른 바다를 접한 지역에 비해 그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염한들과 같이 겸역(兼役)이 부여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
다. 울산의 남목(南牧)은 現포항의 일부인 장기(長鬐)의 북목(北牧)과 함
께 경상좌도의 대표적인 목장이었다. 감목관이 파견되어 마필을 관리하
였는데, 말의 사육과 마정(馬政) 일선에 일한 이들이 목자(牧者)였다. 이
목자들에게는 말의 사육의 책임을 중하게 물었기 때문에 이역현상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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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직역을 다수 확보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직역은
비록 목자로 특정되나 동면에 거주하였던 18세기 목자들의 선조를 찾아
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비록 군역은 목장에서의 여러 역
을 지고 있었지만, 따로 관(官)과 병영(兵營)에 신역으로 납부해야할 진공
품이 있었음은 1765년 동면에 거주하였던 선주(船主)이자 목자(牧子)였
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울러 목장이 위치한 동면(東面)에서만 목자(牧子), 목자군(牧子軍)
을 호적상 편제된 것이 아니라 울산 전면에서 목자(牧子)가 확보되고 있
었는데, 대현면의 경우 바닷가와 접하여 있는 외성황당리(外城隍堂里
), 황암리(黃巖里), 구미리(龜尾里), 장생포리(長生浦里)에 집중되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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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동면의 바닷가에 위치한 이들은 선대가 해척(海尺)이라는 직역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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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고 군역체계 안에서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호적대장상에 목장과 관

뿐 아니라 이들의 혈연관계를 살펴보면, 해척(海尺), 염한(鹽漢)과 같은
해양에서의 물산을 채집하고 진공하는 직역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목자군(牧者軍)’이라고 하는 직역을 가진 타면 거주자들은
목장에서 마정에 필요한 재원과 비용을 납부하는 군역을 지닌 이들로 해
석되며, 동면에 거주한 이들 역시 군역상의 직역 외에 추가로 어로행위와
같은 신역이 존재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부내면
(府內面)
내상면
(內廂面)
동면
(東面)
유포면
(柳浦面)
농소면
(農所面)
범서면
(凡西面)

호(戶)

구(口)

남(男)

녀(女)

성비(性比) 호당구수

바다관련 직역비율

1429

6241

2906

3335

87

4.37

5.47%

501

2104

985

1119

88

4.20

2.34%

349

1421

637

784

81

4.07

0.94%

544

2215

920

1295

71

4.07

6.85%

549

2525

1093

1432

76

4.60

1.01%

640

3446

1349

2097

64

5.38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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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현면
(大峴面)
청량면
(靑良面)
온양면
(溫陽面)
웅촌면
(熊村面)
합계

1223

5412

2025

3387

60

4.43

13.48%

1031

4009

1526

2483

61

3.89

5.64%

1378

5955

2075

3880

53

4.32

12.96%

945

3840

1548

2292

68

4.06

2.52%

8589

37168

15064

22104

68

4.33

6.26%

<표 3> 18세기 울산부 10개면의 해양관련 직역(1765년)
※출처: 『경상도울산부호적대장(慶尙道蔚山府戶籍大帳)』, 1765년

해양과 관련된 역(役)들이 고역이었음을 알 수 있는 점은 위의 <표 3>
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남녀성비를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9). 울산부
에서는 대현면과 온양면에서 해양관련 직역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 지
역에서 여성을 100을 보았을 때 대현면은 60, 온양면은 53으로 다른 지역
에 비해 여초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바다에서의 어로행위
로 인한 사고 내지는 피역(避役)의 현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울산의 토산
품과 진공 내역 가운데는 미역과 전복과 같이 먼 바다가 아닌 인근 연안에
서 채집을 통해서 획득하는 해산물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물산들은 여성
들에 의해서도 채집되었는데,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역할로 인해 남구수
를 적극적으로 채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765년 단계에서는 직역명이 사라지고 없지만, 울산부 부내면(
府內面)에는 임진왜란 이후 제주도에서 울산으로 이주해온 제주도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두모악이라고 불렸으며, 성황당리(城
隍堂里)에서 누대 집단거주하며 통혼을 맺었다10). 이들의 신분은 양천(良

9) 1789년 한성과 각 도의 호수와 인구수를 기록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따르면, 울산은 당시 10개의 면
(面)과 244개의 리(里)에서 총 8,587호(戶)와 32,382구(口)의 인구가 기록되어 있다. 『호구총수(戶口總
數)』1789년.
10) 두모악의 직역을 가진 개인과 가족들은 1765년 이후의 호적에서 그 직역명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후대로 갈수록 非두모악과의 혼인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울산민과 동화되었을
것이라 분석하기도 한다. 통혼권이 넓어진 이유와 함께 두모악이 지닌 고역을 벗어나기 위한 점과 호정의
변화로 인한 군역확보라는 측면에서 직역상 두모악 소멸된 이유를 들고 있다. 송윤철, 위의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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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곧 직역이었으나 18세기 초에는 ‘두모악+특정직역’이 결합된 형식으로
호적에 기재되었다.
로 잠수를 통해 채집하였던 물산들을 취급하였다. 17세기 초반에 이주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 제주도민들은 울산지역 內에서 혼인 등의 이유로 이
주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두모악의 딸들이 非두모악인과 혼인할 경우 주
로 바닷가에 거주하는 해척들과 혼인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유포면
과 대현면에 거주하였던 해양관련 직역군들의 선대를 따라가다 보면 어
느 대인가 모계로 두모악과 혈연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울산의 대표적인 해양에서 나는 물적 자원과 이를 채집하고
납부하였던 인적자원에 대해서 호적대장을 통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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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표 1>에 제시된 토산 가운데서도 전복과 미역과 같이 물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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賤)이 혼재되어 있으며, 제주도의 한라산을 뜻하는 말인 두모악(頭毛惡)

울산의 경우 울산부라고 하는 관할 행정관청에 더해 경상좌병영과 목장
이라고 하는 국가시설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관청에 납부해
야할 신역과 물품들이 과중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겸직의 형태로 나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7세기 초 임진왜란에 따른 피해 복구가 이
루어지는 시점에서 마지막 격전지였던 울산에서의 원활한 조세수취를 위
해서 특수한 어로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제주도민의 이주를 통해 필요한
물산들을 거두었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물산의 확보는 비단 민(民)들에게만 고역이었던 것이 아니라 지
방관의 입장에서는 정해진 수량을 제 때 올려야만 했다. 일례로 1663년 울
산부사로 부임했던 정승명(鄭承明)은 을사년인 1665년 1월1일에 중앙에
진상한 전복의 색이 나쁘다는 이유로 파직되기도 하였다11). 비록 수령의
근무평가의 기준인 7사(事)에는 부역균(賦役均)이라는, 역을 고르게 부여
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 중앙으로 공납하기 위

11) “乙巳正月朔 所封全鰒進上色惡啓遆”,『蔚山府先生案』57쪽, 울산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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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수령은 고역을 민에게 부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였다. 이 때
문에 실제 관에서는 필요한 물품을 맞추기 위해 관내의 어로행위가 정해
진 지역을 벗어난 타 관할 지역에서의 채취와 상납에 대해서 일부 묵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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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도 있었다12). 다음 장에서는 조선시대 전반적인 조세제도의 변화상
에서 경상도와 울산에서의 해세(海稅)의 변동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해세(海稅) 수취 제도의 변화와 대상
전근대 역사상을 복원하고 연구하는 주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는 조세
수취에 관한 것이다. 이는 사회경제적인 양상들을 설명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려에서 조선시대로의 이행과정에서 가장 주요한 사회적 폐단
중의 하나로 고려시대 권문세족들의 대토지 겸병이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고려 말에는 토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행하는 곳으
로 설정되었던 어장 역시 거의 모두 권문세족이 차지하고 있어 대토지겸
병에 따른 문제에 더해 여말선초에 사회경제적인 문제 요소 중의 하나이
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건국 이후 과전법을 통한 사전을 몰수함과 동
시에 국초부터 해세의 대상인 어장, 염전, 어선세에 대한 회수 및 국가 수
입으로 회수를 모색하였다13). 이후 태조 6년에는 각도에 감찰(監察)을 파
견하여 바다를 접하고 있는 주군들의 어장을 직접 답사하게 하고 어획량
에 따라 세액을 정하게 하는 조치가 실현되었다14).
해세에 관한 규식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것은 1744년 편찬한 속대전
을 통해 이루어졌다. 속대전의 호전 어염조에는 각도의 어전 · 어선 · 염분
12) 『비변사등록』1787년, 음력 7월24일 울산부 해척 등 14인의 울릉도 잠입과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의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강오성(姜五成), 울산부사(蔚山府使) 심공예(沈公藝) 관리책임 등의
이유로 파직 당하고, 울산부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해산물 및 약재 등은 삼척부에 넘기도록 하였다.
13)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 원년 음력 7월 정미조
14)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태조 6년 음력 10월 병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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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한으로 호조에 상납한다. 이 기한을 경과한 후에는 해당 읍 또는 진
의 감영과 그 관리를 엄중 처벌하고 관원을 파직한다는 규정을 두었다.15)
하고 있음 알 수 있다.
이후 조선후기의 가장 큰 해세의 변화는 균역법의 실행에 있었다. 1751
년 6월 병조판서였던 홍계희는 균역법의 골자를 마련하여 『均役節目變通
事宜(균역절목변통사의)』를 조정에 올렸다. 군역절목에서의 주된 내용은
양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지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 변통(變通)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홍계희
는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방법으로 첫째, 토지에서 1결(結) 당 2두씩 거두
어 5전으로 30만냥을 징수할 수 있고 둘째, 어염선세에서 8만냥 은여결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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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보면 해세(海稅)에는 크게 어전세, 어선세, 염분세로 나누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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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은 등록하고 세를 징수한다고 하면서 어세는 8월, 염세는 연말을 납

째, 은여결에서 8만냥 넷째, 선무군관 4만냥을 통해 도합 50만 냥을 채울
수 있다고 건의하였다16). 최초 그의 변통에 대한 주장으로 부터 후속 논의
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균역청의 세수액은 결전에서 372,045냥, 어염선세
에서 114,300냥, 은여결에서 94,832냥 이획에서 68,170냥 선무군관포를
통해 43,346냥, 도합 692,693냥을 확보하게 되었다.
어염세는 바다에서 수취되는 각종 세목을 아우르는 것으로 크게 염세
와 어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전(漁箭) · 어조(漁條) · 어장(漁場) · 어기(
漁基)와 같이 고기잡이가 있고, 이외에도 소금밭인 염분(鹽盆)과 미역 채
취에 대한 곽전(藿田)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연해에서 뿐만 아니라 ‘강어
전(江漁箭)’이라 하여 내륙에서의 어업에 대한 조세도 정해져 있었다. 이
와 같은 조항에 대해 입선(立船)의 많고 적음과 이득의 후하고 박함에 따
라 정식하여 세금을 정하였다17). 이러한 어염세는 특히 조선후기에 국가
15) ‘諸道魚箭·漁船·鹽盆, 錄案收稅. 漁稅, 限八月, 鹽稅, 限歲前上納本曹, 過限者, 該邑鎭監官·色吏, 刑推, 官員,
罷黜.’『속대전(續大典)』
16)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070책, 영조 27년 6월 2일
17) 『문헌고략(文獻攷略)』 13책 中 「漁鹽船稅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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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을 위한 전체 세수 항목 가운데서 결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16.5%였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의 전결이
제외된 반면 어염세는 8도에 모두 부과 되었으며, 각 도별로의 분배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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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순번

지역

냥(兩)

비율(%)

8도 호(戶)의 비율

1

호남(湖南)

42900

37.5

18.7

2

영남(嶺南)

27400

24.0

21.4

3

호서(湖西)

11600

10.1

13.0

4

해서(海西)

10500

9.2

8.0

5

경기(京畿)

6100

5.3

9.3

6

함경(咸鏡)

5500

4.8

7.2

7

영동(嶺東)

5300

4.6

4.8

8

평안(平安)

5000

4.4

17.6

합(合)

114300

100%

100%

<표 4> 각도 해세(어염세)의 분배
※출처: 『문헌고략(文獻攷略)』 13책中「漁鹽船稅條」, 『호구총수(戶口總數)1789년』

18세기 후반에 정해진 <표 4>를 보면 영남은 전체 어염세의 24%인 2
만 7천 400냥을 담당했었다. 이와 함께 8도에서 파악된 전체 호수 7만여
호 가운데서 21.4%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호남의 경
우에는 8도 전체호수의 1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어염세의 비율은 2배
에 육박하고 평안도의 경우에는 호 비율은 18%에 육박하지만, 어염세의
비율은 전체의 5%가 되지 않는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어염세의 분배가
특정지어 졌다.
이와 같은 균역청을 통한 해세의 징수는 몇 가지 효과를 가져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먼저 균역청을 통해 일괄적으로 조세 시스템이 정착되었
다. 이전에는 궁방과 아문에서 궁감과 차인을 파견하여 과잉 징수 및 다
수 기관에서 중첩되어 징수하였기 때문에 어민과 염한들의 부담이 매우
컸다. 그러나 어염세가 균역청으로 일원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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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국가 조세 시스템의 주요한 항목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18세기 이후
상품화폐 경제 발달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대동법의 실시로 조
을 통해 어염선세 역시 조세 금납화가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어호와 염한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던 초기의 정책 방향과 달
리 지방 현지에서는 수령과 이서배의 농간으로 인해 어업과 염업에 종사
하였던 민들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못했다. 또한 각 지역의 현지
사정과 생산량에 따라 수세 하였던 초기의 계획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변
동에 따른 조세에 대한 가감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실제
균역법을 실시할 당시에의 어염선세의 하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다. 18
세기 중반 균역법이 실시될 당시에 집계되었던 어염선세는 최대 14만 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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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체계가 현물에서 금납화가 확대되어 가는 것과 괘를 같이 하여 균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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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는 유력한 사가(私家)에서 징수하는 잡세의 영역에서 존재하였던 것

이었지만, 1778년에는 8~9만 냥에 머무르는 등 정조대에는 균역법 실시
당시의 어염선세에서 수 만냥이 덜 걷히고 있었다18) 18세기 조세제도 변
화에 대해서 반대의 논의도 존재하였다.
1788년 우통례(右通禮) 우정규(禹禎圭)는 40여개의 조항을 담은 치국
개선책을 정조에게 올렸는데, 이 가운데는 각종 세제에 대한 변통책이 담
겨져 있었다. 그는 해세 가운데서 주요골자인 어세의 혁파와 염세에 대해
적정한 세를 거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지금 해세(海稅)를 균역청에
주어 경비에 충당하고 있으나 어세를 없애고 이전과 같이 수령이나 지방
관이 장악케 하여 어업에서 나는 세를 일부 정하고 일정량을 초과하지 않
고 징수해야 한다고 하였다19). 이러한 그의 주장은 어민의 생활을 안정케
할 뿐만 아니라 절세를 통해 관방을 대비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우정규의 변통론은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변사 차원에서 비판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당시의 좌승지 이재학은 상
18)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정조2년(1778년) 음력 5월 4일 계해조
19) 우정규, 『경제야언(經濟野言)』 中 「어세혁파의(漁稅革罷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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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을 통해 시폐(時弊)만을 지적하여 나열할 뿐이고 현실적인 대안은 되
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20). 특히 어세와 관련하여 균역청으로 어세를 받
는 이후로 바다의 생선이 귀해졌다는 주장에 있어서도 다음과 같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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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물건의 귀천은 그 때에 따라 있는 것으로, 균역청 이전에는 각처에서 세금으로 거두는 것
이 너무도 많아서 생선이 오히려 귀하지 않았는데 그 때에 따른 것일 뿐이다. 지금에 이
르러 생선이 귀하다는 것을 균역청에서의 징세로 인한 것으로 책임을 두는 것은 무슨
이치인가?”21)

우정규의 변통론은 받아들어지지 않았지만, 해세의 가운데서 어염의
문제는 계속되었다. 이는 균역으로 균역법 이후로 모든 어장 및 염전 등
에서는 정해진 세액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나 염전에서 흉년이나 재해로
인해 수익이 나지 못하더라도 납세를 해야 하므로 어촌을 떠나는 예가 허
다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인위적인 노력보다도 자연적인 변화가 클 수밖
에 없었기 때문에 세액의 조정과 변화는 불가피 하였다. 이에 따라 매년
정해져 있는 세액을 개정 혹은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수를 확보하였다. 앞
서 <표 4>에서 조정된 경상도에서의 해세의 구체적인 항목과 수는 다음
<표 5>와 같다22).

20)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45책 정조 12년(1788년) 8월 18일 정미 21/55 中 “草野之論, 不究其源, 只
見其弊, 或以爲結錢可罷, 魚鹽可減, 其實則亦無良法美制, 別般可救者, 終歸於空言而止.”
21)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645책 정조 12년(1788년) 8월 18일 정미 16/55 中“物之貴賤, 自有其時, 均廳
之前, 各處征稅, 不勝其繁, 而魚猶不貴, 適時之然耳。到今以魚貴, 責之於均廳征稅之故, 則豈理也哉?”
22) 『조 선 왕 조 실 록(朝 鮮 王 朝 實 錄)』 정 조16년(1792년) 12월 24일 무 자 조 慶 尙 道 案 付 稅 船, 元 摠
六千一百六十三隻內, 新舊欠一千五百四十二隻, 加現六百三十三隻. 免稅船二百九十一隻內, 新舊欠十七
隻, 加現一隻.鹽盆八百五坐內, 新舊欠一百四十七坐, 加現十四坐.藿田三百十七所內, 舊欠十二所, 漁條
二千三百五十七所內, 新舊欠一百六所, 加現八十五所. 防簾八百九十五所內, 新舊欠一百十七所, 加現
二十八所, 漁場二十三所.比辛亥所實摠, 不足稅船爲三百七十六隻, 免稅船七隻. 鹽盆四坐, 防簾二十八所,
藿田準摠, 漁條加十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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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소금가마[鹽盆]

805좌(坐)

미역밭[藿田]:

317소(所)

어조(漁條)

2,357소(所)

방렴(防簾)

895소(所)

어장(漁場)

23소(所)

비고

<표 5> 영남지역 해세 대상 항목과 수량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정조16년, 1792년 12월 24일

어선, 소금가마, 미역밭, 어조, 방렴, 어장이 주요한 해세의 수취대상이
었고 경상도에 분배된 세목과 세액은 다시 70여개의 고을에 분배되었으므
로, 울산과 같이 바닷가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해세에 대한 부담이 없
을 수 없었다. 어선은 어선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세를 나누었고, 소금가마

조선시대 울산지역 해양자원의 활용과 운영

6,163척(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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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어선[稅船]

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모아 철이나 도기 형태의 가마에 끓여 낸 것이며 미
역밭은 바다에 미역이 나는 바위 한곳을 1소(所)로 정한 것이다. 나머지 어
조, 방렴, 어장은 바로 어세인데 이는 바다의 어느 곳에서 어떤 형식으로
잡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다. 『경세유표』의 「균역사목추의」에는 바다
에서 물고기를 잡는 형태에 따라 그 명칭을 4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다.
첫째 어전(漁箭, 漁篊), 대나무를 좌우에 울타리를 柵과 같이 촘촘하게 하여
잡는 것.
둘째 어조(漁條, 漁隧), 고기가 다니는 물길의 목에다 그물을 쳐서 잡는것.
셋째 어장(漁場), 먼 바다의 고기 떼가 모이는 곳에서 길목에다 그물을 쳐서
잡는 것.
넷째 어기(漁基), 고기 잡기가 편리한 곳에 큰 배와 좌우로 작은 배를 통해
잡는 것.
따라서 <표 5>의 방렴은 곧 어전(漁箭)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18세
기말의 어장의 경우 먼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조업 형태이기 때문에 23소
로 매우 적은 수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위의 <표 5>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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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되지 않았지만, 「균역사목추의」에서 말하고 있는 고기 잡기가 편리한
곳이라는 어기(漁基)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다음 <표 6>은
1858년 명례궁에서 울산지역의 어기 가운데서 새롭게 지정한 내용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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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관에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담은 절목이다. 조선시대
에는 왕실의 일부인 궁실(宮室)과 왕실에서 분가한 궁가(宮家)에서 소유
관리하던 궁방전(宮房田) 또는 궁장토(宮莊土)이라 부르던 토지가 있었
다. 궁방에서는 토지뿐만 아니라 연해읍에서 거두어들이는 어염세에 대
한 수조권도 가지고 있었다. 1858년의 절목은 궁방중의 하나인 명례궁에
서 울산지역에서의 어기에 대한 수조권을 어떻게 새롭게 규정할지에 대
해서 정한 것이다23). 절목은 크게 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새롭게 어기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절목 본문과 함께 울산의 어기 31개소의 위치가 기
록되어 있다. 절목의 내용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을 정해 이를 문서로 발급함. 경상도내 울산부의 새로운 어기 31곳에 대해 주관
하는 곳이 없어 본궁(명례궁)에 속하길 원하기에 이러한 사유를 갖추어 임금에게 아뢴
후에 백성들의 원하는 바에 따라 궁감들이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어기에 대해
듣자니, 일찍이 이곳들은 감영의 이청(吏廳)과 교청(校廳)에서 세금을 거두는 곳으로 정
했었다. 그러나 감영의 각처에서 몰래 엿보며 침탈하는 폐단이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
아 이교무리들에 의한 앞으로의 폐단을 막고자 본궁에 속하도록 하였다. 매년 세전 1천
냥 씩 거둔 후 이 가운데 얼마간을 정해진 수에 따라 예전대로 약간의 혜택을 주도록 하
는 것은 사리에 미루어 본다면 그다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다. 이에 따라 본 어기를 본
궁에 속하도록 하고, 이후 등급과 절차에 맞게 세를 거두도록 궁감을 정해 내려 보낸다.
매년 세전 1천 냥을 본궁에 납부케 하는데 이 가운데 300냥은 교청에 300냥은 이청에
주고 나머지를 궁감에게 주어 운송과 기타 경비 등 제반 비용도 보태는 것을 정식으로

23) 조선후기 명례궁(明禮宮)과 함께 어의궁(於義宮) · 용동궁(龍洞宮) · 수진궁(壽進宮)에서는 궁장토를 관
리 및 수세하고 있었으며 궁장토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섬지역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위의 궁(宮)
들과 내수사를 포함하여 왕실의 재산을 뜻하는 내탕(內帑)이라 불렸다.

26

두고 다른 1건은 감영에 내려 보내도록 하니 이에 따라 영구히 변함없이 마땅히 따를 것.
<무오년 11월>24)

지방 고을뿐만 아니라 경상도의 감영에서도 각종 구실을 붙여 울산에서
조세를 수획해 가고 있었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궁방에서 주관하도록
조치가 취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감영의 이청과
교청에서 수급해 가던 명목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각각 300냥을 분배해
주는 것으로 각 기관에서 절충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어기세를
거두기 위해 지방에서 일괄적으로 거두어 해당 궁방에 보내는 것이 아니
라 중앙에서 직접 감관을 보내도록 한 조치는 당시 해세의 한 종류였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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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절목을 통해 보면 어기(漁基)의 조세 대상이 되었던 곳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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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도록 한다. 어기고 수를 다음과 같이 절목에 기록하여 2부를 만들어내니 1건은 본궁에

종 어세의 수급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순번

장소명

현위치

순번

장소명

현위치

1

망암(望巖)

동구 염포

17

양죽(陽竹)

남구 장생포

2

범암(凡巖)

?

18

도독포(都督浦)

동구 미포

3

목도(目島)

온산읍 방도리

19

광암(廣巖)

?

4

달포(逹浦)

온산읍 산암리

20

용잠(龍岑)

남구 용잠동

5

방어진(方魚津)

동구 방어동

21

다리취(多利取)

?

6

일출진(日出津)

동구 일산동

22

자부암(自夫巖)

?

7

전하포(田下浦)

동구 전하동

23

어항(魚項)

동백섬

8

예단포(禮丹浦)

북구 염포동

24

매마(毎麻)

남구 매암동

9

마암(麻巖)

남구 매암동

25

대구두(大口頭)

북구 염포동

10

입암(笠巖)

범서읍 구영리

26

죽도(竹島)

남구 매암동

11

화암(花岑)

동구 화암동

27

두억리(斗億里)

두동면

24) 爲節目成給事. 道内蔚山府新出漁基三十一庫, 旣無主管願屬本宮. 故具由啓禀後, 從民願許施定
迷宮監矣. 卽聞此基, 曾付監營吏校廳, 以爲收税, 聊頼之資, 而各處窺覘侵奪之弊, 非止一再. 吏校
輩爲杜後弊, 亦願付屬本宮, 毎年税錢一千兩式收納後, 餘剩中幾, 許從畧定數, 俾得依前沾漑云 推
諸事理, 容或無恠. 故同漁基, 依所願許, 付本宮後, 收税等節, 定宮監下送, 毎年税錢一千兩納于本
宮, 三百兩付之校廳, 三百兩付之吏廳. 其餘則付之宮監, 以補駄運留連, 等諸般浮費,著爲定式是遣, 漁
基庫數列書于左節目, 兩件成出, 一件置之本宮, 一件下送監營, 爲去乎. 依此遵行, 永久無替宜當者.
戊午十一月 日 『경상도울산부어기절목(慶尙道蔚山府漁基節目)』,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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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각지암(却支巖)

두동면 천전리

28

대차추(大遮湫)

방어진동

13

월하포(月下浦)

남구 야음동

29

송포(松浦)

서생면 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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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성외(城外)

남구 황성동

30

가부리암(加夫里巖)

남구 남화동

15

금부리(金夫里)

북구 달천동

31

월미(越米)

남구 신정동

16

명포(椧浦)

동구 서부동

<표 6> 어기절목(漁基節目) 中 어기(漁基)의 위치

<표 6>의 위치를 지도상에 나타내 보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어기
로 지정된 곳은 상기했다시피 지리적으로 연근해에서 고기 잡기가 수월
한 곳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지도에서와 같이 울산지역의 어기 위치의 특
징은 울산만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오늘날 울산 동구에 바다를 접한 지역
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명을 통해 상고해 본 결과 지리지
와 읍지에서와 같이 내륙의 강에서 잡히는 곳 역시 어기로 정해 두었음을

<그림 1> 『해동지도(海東地圖)』 中 울산부(蔚山府)의 어기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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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조선시대 조세 수취의 변화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하
에서는 울산지역에서 어떠한 자원들이 해세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울산의 특산물이라고 하는 미역과 전복이 조선후
기에 사회문화적으로 어떠한 물산이었는지 살펴봄으로써, 그 위상과 특
수함이 지역민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
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Ⅳ. 울산의 어민과 어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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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수취를 위해서 지역사회에서는 지역민을 어떻게 관리 운영하였는지를

Chapter 01

알 수 있다25).

1. 울산의 대표적인 해산물
앞서 살펴본 읍지류에서의 다양한 해산물 가운데서도 울산의 특산품을
뽑자면 3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소금, 둘째는 미역, 셋째는 전복이다.
조선시대 바다를 접한 지역이라면 대부분 소금, 미역, 전복이라는 물품이
채취 및 생산되었지만, 특별히 이 세 가지가 울산을 대표하는 물목인 이유
는 조선시대 해당 물목의 양적, 질적인 부분에서 다른 지역의 물산들에 비
해 주목할 만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후대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19
세기 말 경상감영에서 작성한 경상도내 36개 읍에서의 해세 관해 조사한
도안(都案) 자료인, 『慶尙道內沿江海邑庚寅條船鹽藿漁稅摠數都案』에는
각 지역별 선박(船舶) · 염분(鹽盆) · 곽전(藿田) · 어장(漁場)에 대한 세수
액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울산은 전체 36개 읍 가운데서 소금은 영남 가운데 곤양(昆陽

25) <표 6>에서 제시한 어기절목상의 위치 가운데서 상고할 수 없는 부분은 ‘?’로 해두었다. 지역을 특정할
수 없는 4곳 가운데서, 3곳은 암(巖)이라는 지명으로 볼 때 바닷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자한다. 아울
러 다리취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의 하천의 다리가 놓여 있던 지역이지 않을까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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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소금가마 91좌에 546량을 염부세가 포함되어
있다. 울산에서의 소금생산은 비단 조선후기에만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말선초부터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울산은 지형적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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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생산하기 위해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다. 바다의 만이 강과 함께 내륙
으로 들어와 있어 바닷물을 채우고 이를 생산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따라
서 바닷물을 모아 솥에 끓여 내는 방식인 자염(煮鹽)은 이른 시기부터 울
산에서 성행하였다.27) 울산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서는 고
을 남쪽에 3곳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생산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
지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첨의 기문에, “본래 땅이 기름지고 또 물고기와 소금에서 나는 이익이 많다고 하였으
니, 이 때문에 백성들 가운데 부자가 된 이들이 여럿 있어서, 군국에서 쓰이는 비용이 이
곳에서 나는 것이 수 천금에 이르렀고, 해산물을 바치는 것도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28).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고적편에는 당시 고성을 쌓았던 이첨에 의한 울
산에 대한 서술에서 당시 소금에서 나는 이익이 많고 백성들 가운데서 부
자가 된 이들이 여럿 있다고 하였지만, 조선시대 소금의 생산을 담당했던
역을 지녔던 이들은 고역이었다.
따라서 지방에서는 소금의 원활한 생산과 수취를 위해서 개인과 가족
에게 소금업에 종사하는 것을 국역으로 부여했으며 이를 호적대장을 통해
서 관리하였다. 이는 울산 호적에서 다수의 염한(鹽汗)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천역(賤役)의 일종이었다. 염한은 때로는 염한(鹽
26) 오늘날 사천 지역인 곤양(昆陽)은 140개소의 염분과 함께 총액 740냥이 세수 명목으로 집계되어 있다.
27) 울산의 염전과 소금생산에 관한 역사와 특징 그 문화적 배경은 다음과 같은 동영상 자료를 통해 상세
히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울산의 대표적인 염전지역으로 삼산(저내포)염전, 대도염전, 합도(조개섬)염전,
마채염전을 꼽고 있으며 이들 지역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울산남구문화원, 「동해의 바닷물과 바람, 햇볕으로 구운 울산소금 이야기」, 한국문화원연합회 2019.
https://www.nculture.org/lib/libraryDetail.do?contentId=32599
28)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古跡」李詹記, 蔚州古之興麗府也. 山海奧區東南第一壯觀也. 素
號沃饒且利魚鹽, 故民之坐致富者比 屋, 皆然因而軍國之需多至累千海錯之貢亦不爲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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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으로 하층에 위치한 이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조선후기
울산지역 염전과 소금생산에 대해 관심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염한(鹽漢), 염한(鹽汗), 염간(鹽干) 등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향후 염전이
있었던 지역에서의 호적대장과의 비교를 통해 염전과 염한에 대한 이해
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영남 전체에서 가장 많은 미역을 생산하였던 울산은 고대 선사시
대부터 미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지역이다. 비록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미역을 먹었는지 그 기록은 알 수 없지만, 조선후기 우리가 왜,
어떻게 미역을 먹었는지에 대해 고래와 관련된 전설이 있다. 옛날에 사람
들이 고래가 새끼를 낳은 이후에 미역을 뜯어 먹는 것을 보고, 출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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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29). 『울산부호적대장』에는 소금생산의 역을 지녔던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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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으로 기록된다. 직역에서의 한(漢)은 '놈'을 뜻하는데, 이를 통해 볼 때

에 미역을 먹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30). 울산은 고래의 이동
경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 시기부터 고래를 잡기 위해 바다를 나갔
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다 일찍부터 미역과 친숙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도안(都案) 자료에는 미역의 생산을 가늠해 볼 수 있
는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곽전 항목에서는 울산은 21고(庫)의 곽전이 파
악되어 있으며 이는 영남 전체 고을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곽전세인 989냥
이 세수 명목으로 집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미역은 조선후기 현재의 발음
이 아닌 다음과 같은 명칭으로 불렸다.

29) 『울산신문』인터넷판, 2011년 8월 17일자. 울산신문 김종경 기자는 1934년의 『울산읍지』, 1965년의 『울산
통계연보』등의 자료를 통해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염전의 위치와 생산량등을 소개하였다. 기사중에는 조
선시대 대표적인 염전지역 3곳을 소개하고 있다. “3대 소금생산지는 ①태화강과 여천강이 만나는 삼산
동과 돋질산 아래 지역 ②선암동 태광산업 근처에서 부곡동에 걸쳐 있었다는 염분개[鹽盆浦] ③외황강
하구의 상개와 하개 일대에서 청량면 오천과 오대에 걸쳐 있었던 마채[馬鞭] 지역이 꼽혔다.”
30) 성대중은 『청성잡기』에서 “어미 고래는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반드시 미역이 많은 바다를 찾아 실컷 배
를 채우는데, 먹이를 탐하여 비좁은 물길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다. 이것이 바
다의 큰 물고기가 주는 교훈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산모가 미역의 도움을 받는 것 역시 고래에게서 얻
은 교훈이다.”라고 하였다. “鯨母將産 必擇藿 港餌充其肚，貪餌入隘 不得出而斃者亦多. 海大魚之爲戒 此
其一也. 然産之藉藿 亦以此.” 『靑城雜記』 권5, 성언(醒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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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역31) → 머육32) → 메육33) → 미역
이와 같이 미역의 어형의 변화를 거쳤다. 미역의 어원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몇 가지 가능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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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해 볼 수 있다. 우선 미역이라는 단어는 무어육(無漁肉)에서 나왔을 것
이라 볼 수 있다. 조선후기 서명응(徐命膺)이 지은 『保晩齋叢書』의 권 27,
수엽세가편의 ‘해채(海菜)’ 즉 미역에 대한 설명으로 속어에서는 무어육이
라고 불려왔다는 것을 볼 때 무어육에서 미역으로 어형이 변화해 왔다는
가능성이다.
해곽, 속명으로 무명어라 한다. 해곽에 대해 이아에서 이르길, ‘윤은 두꺼운 실과 같다. 동해에서
난다.’하였고, 소에서는, ‘누렇고 푸른색 실로 윤을 만드는데 이것으로 차는 완전승(宛轉繩)과 비슷
하다. 동국(우리나라)에서는 소위 해곽이라고 하는 그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시진의 『본초강목(本
草綱目)』에서는, ‘이를 가지고 묶은 것이 해조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남방에 사는 이가 먹는 것은
사람에게 알맞지만, 북방에 사는 이가 따라 먹으면 병이 난다. 오직 해감을 해서 부드럽게 한 이후,
겉면의 오돌토돌한 부분을 씻어낸 이후에나 맛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시진은 아무래도 동해에
사는 이가 아니기에 이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동해의 해곽 가운데 검푸른 것을 최
상으로, 보라 빛과 누런 것은 하품으로 친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몸 안에 뭉
쳐있는 피를 다스리는데 큰 효능이 있다. 고로 우리나라 사람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낳은
부녀자는 미역을 여러 번 씻고 닦아내어 된장 풀어낸 물로 국을 끓이고 흰 쌀밥과 같이 먹는다. 미
역을 씻을 때 간혹 심한 경우 미역의 질이 강하면 반드시 아들을 낳고, 약하면 반드시 딸을 낳게 된
다. 또한 노인이 기가 허할 때 미역국을 먹으면, 인삼 스물 첩을 대신 한다34).

31) 『훈몽자회(訓蒙字會)』 15세기
32) 『동의보감(東醫寶鑑)』 17세기, 『자휼전칙(字恤典則)』 18세기.
ㅂ∙ㅅ
33) ‘...즉시 관텽으로 ᄒ
ᆞ야곰 넉넉히 ㄹ 과 메육을 주어 ᄒ
ᆞ야곰 ...’ 『션비졍부인박시유ㅅ
ᆞ(선비정부인박씨유
사)』, 1800년, 한글박물관소장
34) “海菜, 俗名無漁肉. 海菜 爾雅曰 綸似綸. 東海有之. 疎云, 紏靑絲爲綸 以帶佩之宛轉繩. 東國所謂海藿是也.
李時珍本草綱目, 以此係之海藻, 乃曰南方人食之宐人 北方人效之生疾. 唯醎能軟堅 故治癭瘤有效. 時珍
非東海人 故其錯認如此. 今東海海藿靑黑者爲上. 紫黃者爲下. 溫中補血, 且有破瘀之功, 故 東人無貴賤婦
女産子, 屢滌濯海藿, 醬水煮羹, 和白飯食之, 大有功焉. 甚或以滌藿時, 藿質剛者 驗所産之必子. 柔者驗所
産之必女. 又老人氣弱食藿羹, 以代參劑.” 『保晩齋叢書』의 卷27, 수엽세가편

32

물에도 사용되었다. 미역은 삼남의 해안가는 물론 동해안 북쪽 끝인 함경
효능도 강조되었다. 흑산도에 유배되어 당시 어물들을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하였던 정약전의 『자산어보(玆山魚譜)』에서는 ‘임산부의 여러 가지
병을 고치는 데 이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미역의 효능을 설명했다.
미역은 당시 식량의 한 가지 종류일 뿐만 아니라, 구휼을 위해서 관에서
구비해야할 물목이기도 하였다. 정조 흉년이나 재난으로 인해 유리걸식
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10세 이하의 아동들에 대한 구휼의 규칙을 명시한 『
자휼전칙(字恤典則)』에는 쌀과 된장 그리고 미역을 지급할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36). 특히 『경세유표(經世遺表)』에서는 울산의 미역을 최고라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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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채취하였다35). 조선시대 미역은 또한 신체에 특별한 약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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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대표적인 물산인 미역은 건조된 해산물로 저장성이 뛰어나 선

록하고 있다. 아울러 미역을 세는 단위인 1동의 가격은 보통 7냥 50전인
데, 울산의 미역은 10냥에 달한다고 전하고 있다37).

<그림 2> 울산곽암 미역채취
※사진출처: 뉴시스(NEWSIS), 울산종합일보

그렇다면 미역의 채취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졌을까? 우선 해안가에

35) ‘海藿生於海中暗嶼, 惟明川地方及慶興之西水羅串有之.’ 해곽은 바다 가운데의 물밑의 바위에서 난다. 명
천지방과 경흥의 서수라 곶에서 난다. 홍양호(洪良浩), 『북새기략(北塞記略)』
36) ‘自十世至七歲, 一日每口, 米七合, 醬二合, 藿二立式. 自六世至四歲, 一日每口, 米五合, 醬一合, 藿一立式.
計給使該廳庫直主管辦饋爲白齊’ 『字恤典則』
37) 『경세유표』, 「균역사목추의(均役事目追議)」 中 곽세(藿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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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를 타고 바위가 있는 바다로 나아가 수면 위에 생선 기름을 뿌린 뒤
물 밑이 보이게 되면 장대를 이용하여 채취하였다38). 혹은 배를 타고 바위
위에 도착한 다음 잠수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침수군을 동원하여 채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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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식이 이루어졌다. 해녀가 잠수하여 전복이나 소라를 캐거나 미역을
뜯는 작업을 ‘물질’ 또는 ‘무레질’이라고 표현하며, 해녀를 지칭하는 말로는
‘무레꾼’이나 ‘잠녀’, ‘해녀’가 있다. 또한 채취된 미역은 병영, 관청, 진 단위
에서 수취하였기 때문에 곽암의 경우 곽전이라 땅과 같이 소유자를 명기
하는 문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적으로 매매할 수도 있었다.
울산의 미역생산에 관해서는 울산박씨와 조선시대 유포면 바닷가 일대
의 곽암(藿巖)의 관련성이 전해지고 있다. 실제로 1918년 간행되었던, 『울
산박씨세보』에서는 울산박씨의 중시조인 박윤웅에게 유포・농소면의 곽
암이 박씨가의 채지로 분급되어39), 고려시대 이후로 박씨가에 전승되어
왔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박씨가의 소유를 증명하는 관찬 고문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조선후기인 1766년 해남윤씨가의 곽전매매 문서들을
미루어 보면, 토지와 마찬가지로 곽전의 소유가 박씨가의 노비의 이름으
로 작성되었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다40).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울산지
역에서 다양한 고문서가 활발하게 수집, 발굴, 위탁, 연구되는 과정을 거
치고 있어 향후 조선후기 곽암과 곽전의 소유구조와 조세 부담에 관한 연
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울산의 토산품이자 진상물목 가운데서 전복 역시 동해안과 남해안의
바다를 접한 고을에서 나는 중요한 물산중의 하나였다. 따라서 물목의 수
량을 맞추기 위해서 울산주민들은 물론 동해의 함경도에서도 어로행위를
하던 이들이 전복을 구하기 위해서 공도정책으로 주민이 살지 않고 삼척

38) ‘乘船中流, 灑魚膏於水面, 則洞見水底, 乃以長木掇取.’ 홍양호(洪良浩), 『북새기략(北塞記略)』
39) 『울산박씨세보(蔚山朴氏世譜)』, 1918년. “舊譜曰, 以柳浦農所藿巖特賜采地, 宗孫至今收稅矣.”
40) 당시 10무(畝) 정도의 바위가 200~300냥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정윤섭, 『조선후
기 海南尹氏家의 海堰田개발과 島嶼·沿海 經營』,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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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에 연해있는 고을뿐만 아니라 전라도에서도 남해를 돌아 전복을 구
하기 위해서 울릉도로 향하기로 하였다42). 임원십육지에는 당시의 전복
대 울산과 제주의 것을 상품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43).
음력으로 매월 8일과 20일 전후 바람과 해가 좋을 때 바닷가에 살며 물질하는 집의 부
녀들이 전복을 캐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다. 40~50 명이 무리를 이루어서 모두 옷가지를
벗는다. 단지 막대기를 다리에 붙였을 뿐이다. 큰 바가지의 바닥에 새끼로 만든 주머니를
매달아 둔다. 누인 마 껍질로 만들 줄을 여기에 맨다. 이 줄은 길이가 수십발(1把[발]은 양
팔 벌린 길이)이다. 한쪽 끝은 박을 매고, 다른 한쪽 끝은 허리에 둘러 감았다. 또 허리 밑
에는 작은 새끼 주머니를 찼다. 오른손에는 손잡이가 달린 송곳을 쥐었다. (註: 손잡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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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전복은 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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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의해 수토되고 있었던 울릉도로 향하기도 하였다41). 아울러 비단 동

길이는 1척 남짓이며, 송곳은 구부려 을(乙)자처럼 목을 만들었는데, 목 아래는 8, 9 寸쯤
된다.)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면 이윽고 바가지가 물 밖으로 저절로 떠오른다. 사람들을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전복을 보면 반드시 (전복이) 생각지도 않은 때를 타서 송곳을 쑤
셔서 잡는다. 조금만 느리면 돌에 단단히 붙어버려서 떼어낼 수가 없다. 전복을 한 마리
캘 때마다 곧장 허리 아래에 차고 있던 주머니에 담는다. 예닐곱 마리 정도로 전복이 많

41) 함경도의 덕원부, 원산, 신도진에서 15명이 울릉도에 잠입하였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정조 11년
(1787년) 음력 8월29일
42) ‘狀啓, 則以爲, 湖南之興陽·長興·順天等三邑私船十二隻, 潛入鬱陵島, 閱月留住’ 장계에 따르면, ‘호남의
흥양, 장흥, 순천 등 3읍의 사선 12척이 울릉도에 잡입하여 한 달을 머물렀다.’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순조 3년(1803년) 음력 5월 22일.
43) 울산의 전복이 달고 연하기로 나라 안에서 유명하나 크기가 작아서 매번 진상을 준비할 때면 반드시 사
천(泗川)ㆍ거제 등지에서 사는데, 이것은 제주산을 산 것입니다. 제주산은 크기는 하지만 맛이 좋지 않으
며, 높은 원가와 오가는 데 드는 잡비를 바닷가에 사는 백성들이 으레 책응(策應)합니다. 진상은 일의 체
모가 지극히 중요하여 비록 감히 가볍게 의논할 수 없으나 토산물을 봉진(封進)하는 것이 본래 공헌(貢
獻)의 정해진 제도입니다. 그리고 관동과 호남에서 근거로 삼은 예가 있으니, 이것은 변통하는 방도가 있
어야 합니다. 본부(本府)의 미역밭은 다른 읍에 비해 가장 큰데 만약 이익이 약간 많은 곳이면 해당 감색
이 중간에서 농간을 부려 미역 값을 정하고는 두 명이 각각 그 세금을 받으니 첩징(疊徵)을 면하지 못합
니다. 이후로는 농간을 부려서 세금을 더 징수하지 못하도록 정식을 거듭 밝혀서 영구히 금지하여 혁파
할 수 있도록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오늘 수응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우나 백성들의 일에 관계되
므로 이와 같이 판하한다. 내일 여러 유사당상(有司堂上) 및 일찍이 경상 감사를 지낸 사람은 묘당에 모
여서 먼저 이 장계를 자세히 읽고 나서 논의하여 결정한 뒤에 대신(大臣)에게 가서 의논하여 원래의 문
건을 점련(粘連)해서 초기하라.” 하였다. 『일성록(日省錄)』 정조 17년(1793년), 음력 5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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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져서 주머니가 무거운듯하면 곧장 허리에 둘러 감은 큰 줄을 붙잡고 물 위로 떠올라 밖
으로 나온다. 여러 마리의 전복을 바가지 밑의 큰 주머니에 옮겨 넣어 둔다. 다시 물속으
로 들어가서 이와 같이 10여 차례 반복한다. 하루에 수십에서 수백 마리를 잡는다. 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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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따위를 만나면 갑자기 물고기 배에 타기도 하는데 깜짝할 사이에 위험하기가 이와
같다. 그런데도 이익이 많으니 위험을 신경 쓰지 않는다. 2월부터 8월까지는 아무 때나
전복을 캔다. 하지만 4월이 지나면 이후로 서서히 전복이 드물게 된다44).

전복을 따기 위해서는 직접 바다에 들어가서 채취를 해야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해녀와 같이 특수한 기술과 특수한 도구가 있어야만 가능했다.
조선시대 전복은 제주와 울산의 것을 제일로 여겼기 때문에 울산에서의
전복의 확보는 울산의 지역민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서 시
기와 물량을 맞추어야할 해양 물산이었다45).
울산에서의 대표적인 해산물중의 하나로 청어(靑魚)도 꼽을 수 있다.
경상도內 울산에서는 비교적 먼 바다에서 조업하여 어로행위를 하는 어
장(漁場)의 경우 청어장이 위치하였다. 경상도 동해안의 어장으로는 대구,
청어, 문어 어장이 있었는데, 울산의 청어장은 흥해, 연일, 장기 울산과 함
께 파악되어 있었다46). 앞선 어기와 달리 비교적 먼 바다에서 어업을 했던

44) 每月上下弦風和日暖之時 瀕海蜑戶婦女以採鰒爲業. 四五十人成群, 去衣裳 但着校枋 取大瓢 懸繩囊子底
復 以熟麻大 繩長數十把者 一端擊瓢 一但圍纒 身腰 腰下又佩一小繩囊 右手持有柄錐(柄長尺餘其錐句曲
作乙頸自頸以下八九寸) 泅入水中則瓢自浮在水面隨人來徃見鰒必 果其不意 急以錐剔取之稍緩 則緊粘
於石 不可脫也. 每取一鰒, 卽收盛腰下 小囊多至六七 覺囊重 則攀纆腰 大繩涌身 水面 數鰒移貯于瓢底大
囊 復泅入手如是十餘度一日可得數十百. 或遇鮫鱣之類突在魚鰒在俄頃間 其危如此, 而利重不知危也. 自
二月至八月採之無時 然過四月 以後 鰒漸稀矣. 서유구(徐有榘), 『임원십육지(林園十六志)』책17 권39 43
쪽 採鰒法,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45) ‘해읍(海邑)에서 전복을 징수할 경우 처음 복정에서는 대복(大鰒)과 중복(中鰒)을 모두 그 지방 토산으로
요구하였으나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가서는 탐라(耽羅)의 무혈복(無穴鰒: 대꼬챙이 구멍이 없는 것)이
아니면 대복으로 취급하지 않고, 울산(蔚山)의 조자복(照字鰒: 밝고 맑아서 글자가 투시되는 것이다.) 이
아니면 중복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海邑徵鰒，則方其卜定也，大鰒中鰒，咸求土產，及其受之也，非耽羅之
無穴鰒(無竹串之孔) 不能中大鰒, 非蔚山之照字鰒,(明瑩透文字) 不能中中鰒. 『목민심서(牧民心書)』 호전
(戶典) 6조
46) 『경세유표(經世遺表)』, 「균역사목추의」. 조선시대 동해안 청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당
시 환경에 따른 풍흉과 조업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김문기, 「소빙기와 청어: 천 · 해 · 인의 관점에서」, 『역
사와 경계』89, 2013 : 「청어, 대구, 명태: 소빙기와 한류성어류의 박물학」, 『대구사학』1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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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러 상기 제시한 조세의 부담은 조선시대 호적대장상에 개인과 가족에
게 부여했던 직역들을 통해서 지방에서는 필요한 물목을 맞추기 위해 노
회경제적 활동들을 호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호적대장상의 어부와 그 가족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 본 몇몇 고문서 기록들과 호적대장 본문과의 비
교를 통해 해양에서의 물산의 수집 및 유통을 위해서 어떠한 인적 자원
들이 활용되었는지를 가계복원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후기 울
산지역의 어업활동 양상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경상도내연강해읍정축조
어장입선성책(慶尙道內沿江海邑丁丑條漁場立船成冊)』이 있다. 성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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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했다. 다음으로는 앞서 살펴본 물목들을 채취했던 개인과 가족들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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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에 대한 양상은 다음에서 제시할 고문서를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아

1878년 경상감영에서 도내 연강해읍의 소유 선박의 종류와 선주들을 기
록한 것으로, 기록된 이들을 『울산부호적대장』과의 비교해 선주의 거주지
역, 호적상의 직역, 다양한 가족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조선후기 해세를 납
부하였던 울산 주민들의 모습들을 구체화 해보고자 한다.
해세의 경우 균역청과 이후 각종 궁방에서의 조세를 수취하였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군역수취를 위해 작성되었던 호적에서는 선주라는 직역이
극히 일부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 전세(田稅)의 경우, 수취를 위한 기본
자료로 양안(量案)이 존재한다.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그리고 지주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대토지를 겸했던 양반지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이름 대신 소유한 노비의 이름으로 토지가 파악 및 등록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호적대장상에 일부 보이고 있는 선주들의 경우 직역이
나 성명 그리고 본관으로 볼 때 유력한 가문이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
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들에 기록되어 있는 선주들의
성명을 통해 울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어업활동을 한 개인과 가족을 호적
37

Chapter 01

대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成冊』의 기록 가운데서 울산지역 부분을 살펴보면, 어선으로 휘리선(
揮罹船)과 어장세망선(漁場細網船) 2종류가 기록되어 있다. 휘리선(揮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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船)은 2척, 어장세망선(漁場細網船)은 33척 이 기록되어 있고 각각의 선
주가 기록되어 있다. 각각의 선박 35척의 선주 35명 가운데 호적대장 본
문과의 비교를 통해 13명의 선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의 거주지는 동면, 부내면, 온남면에 집중되고 있으며 바닷가를 접
한 마을이었다. 이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수군(水軍) 3명, 역리(驛吏)와
역보(驛保) 2명, 봉수군(烽燧軍) 3명, 침군(沈軍) 1명, 물선군(物膳軍) 1명,
목자(牧子) 1명, 진군(鎭軍) 1명, 진토병(鎭土兵) 1명이었다. 바닷가 마을

이라는 지역적 공통점과 함께 이들은 자신의 현(現)직역과 별개로 선대부
터 누대 어업이나 염업에서 종사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선주 김노랑의 부계혈연

먼저 휘리선(揮罹船)의 선주중의 하나인 김노랑의 호적대장상의 기록
을 살펴보면 그는 1849년 동면 미포리에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의 그의 직
역은 목자(牧子)였다. 현재 울산 동구지역을 아우르는 동면은 남목(南牧)
이라고 하는 목장이 위치한 곳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대부분 이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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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행장(山行將)과 같이 목장의 운영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직역이 부여되었다. 아울러 호적대장 직역의 성격상 하나의 특정한 역이
할을 담당하였다. <그림 3>은 김노랑의 부계혈연 계통과 직역을 나타낸
것이다.
울산부 전 지역의 호적대장이 남아 있는 1765년의 기재상황을 살펴보
면, 선주(船主)라고 하는 특정한 직역이 부여된 이가 거주한 곳은 동면이
었다. 방어진리에 거주하였던 이들로 이들의 직역과 성명은 ‘균역선주겸
양목자 김어둔(均役船主兼良牧子 金於屯)’, ‘선주겸목자사노김막돌(船主
兼牧子私奴 金莫石乙)’이다. 이러한 호적상 직역에 두 가지 이상의 역(役)
이 부여된 것을 겸역(兼役), 중역(重役), 첩역(疊役)이라고 하는데, 18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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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되기 보다는 식년에 따라 혹은 주된 역을 기재한 것뿐이지 다수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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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직역이 부여되었고, 직접적으로 목장을 유지·관리할 뿐만 아니

중반 이전까지 군역과 신공을 함께 기록하여 역을 부담시킨 경우가 존재
하였다47). 이러한 겸역의 존재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일신양역(一身兩役)
이라고 하는 군역부담이 가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편성에 맞
지 않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이미 17세기 말부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노력
하였다. 비록 18세기 중반부터의 기록에서는 ‘겸역’이 사라지게 되지만 이
는 호적상의 본문과 통계치를 나타내는 ‘도이상’만의 변동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1765년 이후의 울산부 호적대장 본문에서는 직역상 선주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위의 김노랑의 가계에서와 같이 개인의 군역
은 비록 지방군의 일종인 목자(牧子)이지만, 추가로 관(官)에는 추가적인
신역으로 어업을 통한 물산을 바쳤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사례는
어장세망선(漁場細網船)의 선주들의 사례를 살펴본 것이다.
<그림 4>의 계보도는 김노랑과 같이 동면에 거주한 선주(船主) 김광

47) 손병규, 『호적』(서울 : 휴머니스트, 2007) 225쪽~2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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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의 부계혈연을 나타낸 것이다. 계보도에서와 같이 김광절의 조부(祖父)
김승질석(金升叱石)은 1765년 역노의 신분이었는데, 1786년까지 다음과
같이 이름과 직역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그림 4> 선주 김광절의 부계혈연

1771년부터 양인의 이름자와 같은 죽석으로 기록되었으며 1789년까지
죽석(竹石)과 죽석(竹碩)이라는 이름자가 번갈아 가며 기록되었다. 아울
러 직역과 신분 역시 노비에서 벗어나 1774년부터 驛吏를 획득하게 되며,
위의 가계도와 같이 후대로 역리의 역을 맡게 되었다.
김광절의 가계도를 통해서 거주지의 변동과 직역의 변화가 동시에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김광절의 선대를 추적하여 보면 가장 이른 시기에
호적에 남아 있는 이는 김호였다. 김호는 당시 동면의 주전리에 거주하였
으며 직역은 어부를 뜻하는 해척과 함께 노비의 신분이었다. 후대에 김씨
라는 성을 확정하고 본관을 김해라고 하였지만, 17세기 당시 그들은 평해
라는 본관을 쓰고 있었다. 양인 이하 노비의 경우 17세기 후반까지 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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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의 경우 유입 이전의 본거지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를 볼 때 이 집
안은 울진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다 울산으로 내거한 것으로 보인다.
고조인 김후읍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선주라는 직역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어업과 관련한 해양에서의 물산을 채획하는 어부들의 경우 누
대로 그 업이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어업의 경우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업이기 때문에 가계 계승을 통해
그 업을 전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은 모계로 해녀의 직업이 계승
되는 것과 같이 연근해에서의 어로 활동역시 기술의 전수 등의 이유로 가
계 계승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선후기 직역의 변동 과정에서 노의 신분을 벗어난 경우에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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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호의 손자대에는 유포면 어물동진으로 이동하였다. 김광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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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재된 본관을 살펴보면, 실제로 성이나 본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비

대로부터의 지속된 해양에서의 활동은 비록 직역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
는 양인화 이후에도 계속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김광절 가계에서와 같이
역리라고 하는 인력과 물력의 이동을 담당하는 직역이 울산이라고 하는
해양을 접한 지역에서는 누대로 선대와의 혈연적인 연속성과 함께 이어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내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890년대에 각각 기록된 『경
상도내연강해읍경인조선염곽어세총수도안(慶尙道內沿江海邑庚寅條船
鹽藿漁稅摠數都案)』과 『경상도내연강해읍갑오조선염곽어세총수도안(慶
尙道內沿江海邑甲午條船鹽藿漁稅摠數都案)』에는 경상도 각 고을의 어염
세와 선박의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 가운데 대구부의 기록을 살펴보
면, 을묘년인 1855년에 漕運을 위해 사용된 작은 선박이 수해 등의 이유로
표실되었다고 망실된 선박을 기록해 두었다48). 이 선박의 선주 혹은 책임
자는 한원목(韓元木)이었는데. 비록 대구부호적대장에는 한원목(韓元木)
48) ‘漕艇一隻韓元采乙卯漂失’, 『경상도내연강해읍경인조선염곽어세총수도안(慶尙道內沿江海邑庚寅條船
鹽藿漁稅摠數都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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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한원채(韓元采라는 인물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형제로 추정되는
가계를 찾을 수 있었다. 대구의 금호강으로 흐르는 하천인 신천과 범어천
이 있는 지역인 수북면 범어리의 한원업의 호(戶)이다. 한원업(韓元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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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리(驛吏)로 원자(元字) 돌림자를 쓰는 원문(元文), 원상(元尙) 동생과 같
이 동거하고 있다. 한원목은 한원업의 동생 혹은 형으로 범어역의 역리였
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륙의 하천의 조운을 위한 조창에 곡식을 나르는
작은 선박인 조정의 주인 혹은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그의 형제들로 추정되는 이들의 형제의 직역이 역리라는 것이다. 거주지

인 범어리는 범어역이 소재한 지역이다. 내륙운송의 임무를 주관할 수 있
는 역리가 선박의 소유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성현역리인 김광절과 사
례와 유사하다. 다음 사례인 유학천의 경우도 역리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직역의 변동과정에서 주목할 점이 있다.
<그림 5> 선주 유학천의 부계혈연

다음은 어장세망선(漁場細網船)의 선주로 기록되어 있는 유학천의 가
계도이다. 앞서 살펴본 김광절의 가계와 같이 유사한 가계 계승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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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서 양인화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난 18세기
초에서 1765년 사이의 직역 변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유학천의 고
고 하는 품직을 그리고 동생 국삼은 유학 직역을 획득하게 된다. 장자계열
에서는 이후 봉수군과 금위군과 같이 군직을 맡는 반면에 차자 계열에서
는 유국삼이 유학직역을 획득한 이후로 유학직역을 누대로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가계의 분화의 이유는 호적대장의 기록들을 더
살펴보면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두 형제의 사조 기록을 살펴보면 외조부까지 동일하여 이 두형제
가 동복형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형제 사이에서는 결정적으로 혼
인에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765년 이전에서 두 사람의 기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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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인 유운산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동시기 형 서찰은 절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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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즉, 노비의 신분으로 해양자원의 하나인 소금을 채취하는 사노의

찾아 볼 수 있는 식년은 1720년 식년이었다. 형은 서찰 혹은 세찰이라는
이름으로 향리직중 하나인 기관이라는 직역을 맡고 있었고 아직 동생은
호적상기록이 올라오지 않았다. 이후 이들은 혼인을 하였는데, 형은 본관
이 경주이고 정병 이호원이라는 이의 딸과, 동생은 본관 완산이고 업무 이
정재라는 이의 딸과 각각 혼인을 하였다. 가계의 분화 원인은 바로 이 혼
인에서 찾을 수 있다. 형 서찰의 처는 이소사로 동생 국삼의 처는 이성으
로 기재되었고, 아울러 각각의 아들 역시 봉수군과 교생으로 분화되어 있
었다.
직역의 분화와 함께 살펴볼 것은 거주지의 분화이다. 1765년 당시에만
해도 대현면 猪內里에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후 동생 집안은 대현면
의 평야가 있는 삼산리로 그리고 다시 상부내면의 서외리로 이주한 반면,
형의 집안 즉, 선주 유학천의 가계는 바닷가를 접한 온남면 운암리로 이주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이들은 누대 바닷가에서 거주하면서 선대로부터의 어업이
세습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군역과는 별개로 추가적인 신역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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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납세해야만 했는데, 이들이 올려야 할 물산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
다. 비변사등록에 1787년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어로행위를 하다 잡힌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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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어부들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49). 1787년 울산 거주민인 해척 추잇돌과
최잠돌은 격군(格軍) 14명과 함께 몰래 울릉도에 들어가 어복과 향죽을
잡다가 삼척부에서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기선에 포착되어 잡혔던 것이다.
격군을 제외하고 성명이 특정되는 이들을 호적대장에서 찾아내어 거주지
와 개인과 가족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 보았다.
우선 추잇돌(秋㗡乭)의 직접적인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
족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찾아 호적 본문에서 선대를 복원해 보았다. 1780
년대 그의 형제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 증조부와 조부를 1699년 호적에
서 특정하였는데, 대대면 구미리의 노제(老除) 추산구화(秋山九花)와 부
안부순영선주(府案付巡營船主) 추금생(秋今生)을 찾을 수 있었다. 이들
의 가계는 누대 구미리의 바닷가에 거주하면서 지역과 사회에서 어로 활
동을 하였다. 금생의 후손들은 주사능로군(舟師能櫓軍), 순영군(巡營軍),
부안부주사사공(府案付舟師沙工), 주사사공(舟師沙工), 부약한(府藥汗)
등등의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1765년 기준으로 대현면 구미리 제24리의
추연돌(秋連石乙)과 추충석(秋忠石)이 추잇돌의 형제 내지는 사촌으로 추
정된다.
다른 한명인 최잠돌(崔潛乭)은 호적상 최자음석을(崔者音石乙)으로 기
록되어 있는데 곧 최잠돌로 읽힐 수 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이 1787년 울
릉도에서의 불법행위로 잡히기 직전인 1786년의 호적대장을 살펴보면,
그는 부내면 성황당리에서 병영군(兵營軍)이란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당
시 그의 나이는 53세였다. 그가 거주했던 지역인 부내면 성황당리에 주목
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최잠돌의 부계계통을 호적상에서 확인할 수는 없
49) ‘...慶尙道蔚山府海尺, 秋㗡乭·崔潛乭等, 率格軍十四名, 潛入鬱陵島, 近六十日留住, 魚鳆香竹等物,...’ 『비
변사등록(備邊司謄錄)』정조 11년(1787년) 음력 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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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부내면 성황당리는 17세기 이후로 제주도에서 울산으로 이주하여온
라는 인물로 1708년 호적대장에는 부내면 성황당리에 거주하면서 양두모
악병영군(良頭毛惡兵營軍)이라는 직역을 가지고 있었다. 최잠돌과 그의
외조부 김옥립이 동시에 병영군이라는 직역은 갖는 것은 실제 군사의 군
을 뜻하는 병영 소속의 군사이기 보다는 병영에 전복과 미역과 같은 물산
을 진상하는 물선군(物膳軍)을 뜻한다.
비변사등록에서 해척(海尺)으로 불린 추잉돌과 최잠돌의 거주지, 직역
그리고 가계를 살펴보면 그들이 울릉도로의 어로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
리고 해야만 했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우선 삼척에서 강원도 감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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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모악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었다. 최잠돌의 외조부는 김옥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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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최잠돌의 모계를 통해 어떠한 혈연계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리고 다시 비변사로 올라간 장계에는 그들이 울산좌병영에서 발급한 완
문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좌병영에서는 필요한 물산을 거두기 위해 지
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허가하는 증명서인 완문을 발급해준 것이었는데, 분
명 울릉도에서의 어로 활동은 공식적으로 금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병영
에서 필요로 했던 물목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추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들은 울릉도행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울산부와 병영에서는 암
묵적으로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들이 울릉도로 향했던 것은 이미 17세기의 유명한 안용복과
박어둔의 사례에서와 같이 울산을 포함한 동남지역에서는 빈번한 사례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이 울릉도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누대를 거
쳐 어로활동의 기술전수 그리고 잠수를 통한 채취가 가능한 두모악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수 있다. 추잇돌의 경우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
계에서는 관아에 약재를 바치는 직역인 약한(藥汗)이 부여된 이들도 있
었다. 비변사등록에서의 장계 내용과 같이 이들은 어복과 향죽을 잡고 베
어갔다고 하는데, 이는 향죽이나 천문동이나 기타 관아에 바칠 약재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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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울릉도에서 채취하기 위해서 이들은 바다를 건넜던 것으로 보인다50).
1787년 이후에도 울릉도에서의 어로행위와 잠채는 계속되었다. 각사등록
에 실린 표류민들에 대한 지방관들의 상소와 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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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동래의 주민들은 계속해서 울릉도로 향했다. 이들은 2년 마다 행해
진 정기적인 관리선에 의해서 잡히거나 혹은 풍랑을 맞아 동해안에 표류
한 이들인데, 이러한 타관에 의해 적발되지 않고 울릉도행을 수시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바다를 면하고 있는 지
역에서의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과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문서
와 호적대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해양자원 즉 바다에서 나
는 물산을 채취, 가공, 유통하였던 역사성을 복원하고 탐구하는 것은 전근
대 사회경제상이 농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일부의 식민사관을 통해 형성
된 낙후성을 극복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해양에서의 인적·
물적 활용과 그 특성을 연구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역사상을 좀 더 면밀하
게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섬이나 바다에 대한 관
심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료적 한계나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
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비교적 동해안에서의 어로활동이나 생산
방식 그리고 유통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섬, 해안, 바다에 대한 연
구 가운데서도 울산에서만 가능한 연구의 방법론과 그 대상을 시도하였

50) 울릉도(鬱陵島)는 곧 삼척부(三陟府)이다. 대나무가 서까래처럼 굵고 미역이 더욱 좋은데, 시기가 되면
채취한다고 한다. ‘欝陵島直三陟府竹大如椽藿尤美民以時徃取云’, 이익(李瀷), 『성호사설(星湖僿說)』 제
8권 인사문(人事門) 生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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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전쟁 등의 전화를 피했던 지역으로 인해 조선후기 다양한 고문서
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현재 한국학계에 공개되
자 방법론을 고민해 보는 경험이 될 것이라 본다. 일본 각 대학과 도서관
에 소장되어 있는 호적대장들은 주로 진주, 거제 등 경상남도의 해안가 지
역의 지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학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선시대 전반을 아우르는 사회경제사적 측면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울산
지역에 주목하여 선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울산지역의 특산물인 미역과 전복에 대해서도 살펴
보았다. 현재 보건위기 속에 이동과 여행에의 제한이 있지만, 향후 울산
의 관광업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역과 전복을 특성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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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는 일본소재 조선후기 호적대장에 대한 추후 연구의 시금석이

Chapter 01

다. 울산지역에는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의 호적대장이 남아있으

가 있다. 아울러 조세수취의 일환으로 제주도에서 울산으로 건너온 두모
악처럼 1960년대 이후로 울산의 새로운 산업에 일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
여 새로운 울산민이 된 오늘날의 다수의 시민들에게 울산에 대한 애향심
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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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사 내용을 담았다. 향후 울산의 전복을 이용한
전통요리를 구현하여 이를 울산시민은 물론 울산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문화상품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전복
본초에는 석결명만 있고, 전복은 없는데, 석결명은 전복의 껍질이다. 어
떤 이는 전복과 석결명은 종은 같고 부류만 다르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틀렸다. 『명의별록(名醫別錄)』에는 “석결명의 맛은 짜고, 성질은 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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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부록으로 울산의 특산물 중의 하나인 전복의 조선시대 조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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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독은 없다. 오래 먹으면 정기를 북 돋우고 몸을 가볍게 한다.”라 했다. 『본
초연의(本草衍義)』에서는 “살과 껍데기는 효능이 같다.”라 했다51).
· 전복굽기
전복은 날것을 주사위 크기로 자르고, 계란 흰자와 고루 섞어 원래의 전
복껍질 안에 담는다. 여기에 기름간장을 넣고 화롯불 위에서 굽다가 끓기
시작하면 먹는다. -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전복은 날것을 깨끗이 씻고 손가락 두께도 자른다. 이를 대나무 꼬챙이
에 꿰어 기름간장에 담갔다가 구워먹는다52). - 옹치잡지(饔饎雜志)

51) 本草有石決明無鰒, 而石決明卽鰒魚之甲. 或謂一種二類者, 非也. 名醫別錄云, 石決明鹹, 平, 無毒. 久服, 益
精輕身. 本草衍義云, 肉與殼同功.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정조지(鼎俎志)」 권1
52) 炙鰒方. 生者切作骰子大, 以鷄子淸拌均, 盛本甲內. 下油醬, 爐火上煮沸用.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정
조지(鼎俎志)」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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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복구이 재현
※사진출처: 임원경제연구소

· 전복회 만들기
생전복은 살을 깨끗이 씻은 다음 나뭇잎처럼 얇게 저며 접시 위에 펼쳐
놓는다. 여기에 초간장을 곁들이고 잣가루를 뿌려 먹는다53). - 옹치잡지(
饔饎雜志)
· 전복포 만들기
마른 전복은 꼬챙이에 꿰어서 말린다. -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말린 전복 중에 큰 것은 소금을 반드시 많이 넣게 되므로, 짜서 먹을 수
가 없다. 이를 먹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물에 담가 소금기를 빼고 나서야
먹을 수 있다. 크기가 작고 색이 누렇고 밝은 전복은 맛이 담백하여 먹을
만하다. 절반쯤 마르고 절반쯤 날 것인 전복이 맛이 더욱 좋다54). - 증보산
림경제(增補山林經濟)

53) 鰒膾方. 生鰒取肉淨洗, 薄批如葉, 鋪楪子上. 以醋醬衡之, 糝海松子屑食之.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정
조지(鼎俎志)」 권5
54) 乾鰒串貫乾之. 建鰒之大者, 用鹽必多, 鹹不可食. 臨食, 必淨水浸退鹽, 乃可食. 少而色黃明者, 味淡可食, 半
乾半生者尤佳.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정조지(鼎俎志)」 권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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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섬연구소, 울산제주참전복

· 긴 전복포 만들기
생전복은 창자를 제거하고 전복귀 끝(전복 속 사방 주변의 단단하고 얇
으면서 색이 푸르고 검은 것을 ‘전복귀[鰒耳]’라 한다.)에서부터 얇게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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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건전복과 전복회

속의 살점까지 잘라서 긴 가락 하나를 만드는 법은 조롱박을 벗겨 저장하
는 법과 같다. 이를 볕에 쬐어 말린다. 생으로 말린 것을 당겨서 늘이고 다
시 볕에 말려 긴 가락으로 만들면 그 색이 희면서 밝고 영롱하다. 우리나
라에서 만드는 법: 이미 전복을 잘라서 얇고 긴 가락으로 만든 것을 두께
가 종이처럼 얇아지도록 쇠망치로 곱게 두드리면서 점차 이어져 길이가 5
척 혹 6척이 되도록 한다. 양쪽 변을 재단하여 자르되 너비는 0.15척이 되
도록 한다. 10가락이 1첩이다. 이를 채워 관아에 바치는 것을 ‘추복(槌鰒
)’이라 부른다. 바다의 음식 중 가장 진귀한 것이다55). - 화한삼재도회(增
補山林經濟)
다음은 1902년 고종의 즉위 40년을 기념하였던 당시의 의궤인 『진연의
궤(進宴儀軌)』가 남아 있는데 여기서 추복탕을 어떻게 끓였는지를 그 재

55) 長鰒造法. 生鰒去腸, 從耳端(鰒內四圍, 堅薄而色蒼黑者, 謂之鰒耳)薄切, 剝至中肉, 成一帶長條, 如剝瓠蓄
法, 暴乾. 取生乾者, 引伸令長, 復乾曝作長條, 其色白而明瑩. (東國造法, 旣削作薄薄長條, 用鐵槌槌細, 其
薄如紙, 次次粘連, 可引長五六尺. 裁剪兩邊, 廣可寸半, 十條爲一貼. 用充貢獻, 呼爲槌鰒. 海味中最珍貴者
也.) 『임원경제지(林園經濟志)』 「정조지(鼎俎志)」 卷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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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56).
· 추복탕(搥鰒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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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릇의 재료 : 추복 3동(同), 소안심살 3근(斤), 해삼과 계란 각 10개
(箇), 전복 1개(箇), 표고 1홉(合), 무 2단(丹), 미나리 5손(手), 곤자손57) 2
부(部), 등골 1부(部), 참기름과 밀가루 각 5(合), 파 3뿌리(本), 잣 1줌(夕),
후춧가루 1돈(錢), 들깨가루 2줌(夕), 간장 1홉(合)

56) 搥鰒湯一器: 搥鰒三同 牛內心肉 三斤 海蔘鷄卵 各十箇 全鰒一箇 蔈古一合 菁根二丹 水芹五手 昆者巽
二部 背骨一部 眞油末 各五合 生蔥三本 實栢子一夕 胡椒末一錢 實荏子末二夕 艮醬一合. 『진연의궤(進宴
儀軌)』1902년, 제2권 中 찬품(饌品)
57) 소의 창자 끝에 달린, 기름기가 많은 부분, 곤자소니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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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빨치산 활동
장성운(울주문화원 이사)
Ⅰ.
Ⅱ.
Ⅲ.
Ⅳ.
Ⅴ.
Ⅵ.
Ⅶ.

머리말
울산의 빨치산 형성
울산의 빨치산
빨치산이 일으킨 사건
신불산의 빨치산 흔적
구연철 인터뷰
맺음말

※ 본 고는 구연철 선생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Chapter 02

<요약문>
해방 전후 울산은 동부 경남에서는 빨치산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어

울산의 빨치산 활동

이들로부터 입은 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공비를 소탕을 하는 과정에서 군
경도 많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얘기는 구술로 전해
오고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부 책자에 간헐적으로 그들의 행적이 소개되
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울산에서 빨치산들의 형성과정과 이
들의 활동 그리고 이들이 일으킨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그리고
특별히 빨치산들이 가장 많이 주둔했던 신불산에 남아 있는 빨치산 활동
의 행적을 찾아보고 또 6・25가 일어났을 때 스스로 입산한 후 남도부 부대
가 패망할 때까지 유격대원으로 활동했던 구연철 인터뷰를 통해 신불산
빨치산들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이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울산의 빨치산들은 스스로 입산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리산 일대에서
패망했던 패잔병들과 여수・순천 반란 사건 때 산으로 도피해 지리산에 거
점을 두고 있다가 그 일부가 울산지방으로 이동해 신불산과 대운산・고헌
산・아미산에 자리잡은 후 활동을 하기도 했다.

<그림 1> 신불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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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를 등용한 이승만 정권이 미워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나 하면 서장룡
처럼 울산 사회에서 가난한 농민해방을 명분으로 싸우다가 이것이 이루
또 언양 태기마을의 신석구는 일제 말 배급품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던 마을지도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빨치산이 되었고 동구의 장두천은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남로당 자체가 좌익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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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자 입산한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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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울산에서 빨치산이 생성된 과정은 다양하다. 구연철처럼 친일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들어갔다.
두동면의 김서형은 특이한 형태로 부모가 남로당에 가입해 지하활동을
하다가 입산하자 주위 시선이 두려워 산으로 들어가기도 했다.
차순형과 전재열처럼 빨치산에게 납치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빨치산이 되었던 인물도 있다.
또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했다가 ‘건준’이 좌익으로
몰리는 바람에 빨치산이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빨치산이 된 많은 사람
들이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을 두려워 해
제 발로 들어가기도 했다. 실제로 부역자들 중에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아
보지 못하고 여론 재판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울산에서 언제부터 빨치산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과 기술
은 없지만 신불산에 빨치산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울산 여러 곳에서
는 빨치산이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울산의 빨치산 조직은 1946년 ‘대구폭동’이 일어났을 때 범서면의 좌익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형성되었다는 것
이 중론이다. 실제로 언양면 대곡리에는 1946년 가을부터 1947년 말까지
서부 5개면 빨치산 사령부가 세워져 20여 명의 빨치산이 총을 들고 무장
활동을 했다. 이들은 정규군에 가까운 무기를 갖추어 경찰은 물론이고 국
군과도 자주 전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군경이 희생되었다.
울산에 빨치산들의 숫자가 많고 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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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신불산에 남도부부대가 주둔했기 때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외부로부터 지역 정보를 얻기가 힘들고 또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자도 공
급 받을 수 없었던 빨치산들이 마을로 내려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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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휴먼트를 심기 시작하고 또 의복과 신발 등 생필품을 구하는 과정에
서 자연스럽게 입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특히 이런 일을 하는 과정에
서 부역자들이 많이 생겨나 입산자가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빨치산 병력을 구체적으로 보면 신불산에 거점을 두었던 속칭 동부지
구 제4지구당으로 불리던 남도부 부대 240여명, 대운산에 거점을 둔 제4
지구 3지대(대대장 김용구) 90여명을 합쳐 300여명이 넘었고 이외에도 두
서면 아미산에도 홍길동 부대가 주둔해 적지 않은 병력이 있었다.
이들은 시도 때도 없이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을 납치 또는 살상
했는데 이때 죽은 양민들만 해도 146명에 달했고 농소의 호계역과 삼남면
사무소 그리고 상북지서와 서생지서가 소실되는 등 공공시설물의 파괴와
함께 농축산물의 피해는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해방 후 간헐적으로 소탕 작전을 벌여왔던 국군과 경찰이 이들에 대해
본격적인 소탕 작전을 벌였던 때가 6∙25 직후다. 1951년 초 국군과 경찰,
청년단체, 의용경찰관이 공비 출몰 지역에서 대대적인 소탕 작전을 펼쳤
지만 이들은 이런 속에서도 두서면 ‘내와리 암곡사건’, ‘열박고개 사건’, ‘선
필마을 사건’, ‘전읍리 사건’을 벌였고 두동면에서는 월평교회를 중심으로
‘이전리 피습사건’을 벌여 무려 6명이 넘는 신도들을 살해 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이처럼 만행을 저질렀던 때가 70여년이 가까
워 오고 있지만 신불산에는 아직 이들이 토벌대와 전투를 벌이기 위해 파
놓은 참호와 교통호 그리고 유격대의 학습을 위한 학습장 등 적지 않은 흔
적들이 있다.
오늘날 종교성지가 되어 있는 죽림굴도 당시는 빨치산의 야전병원으로
사용되었고 관광명소인 파래소폭포는 취사장으로 사용되었다.
구연철 인터뷰는 남북 분열로 우리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나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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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일제강점기 일본 군함도에서 일했던 아버
지를 따라 일본으로 간 후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던 구 씨가 해방과
아니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중 찬반탁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던 그
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와 이승만 정권의 친일 행적을 개탄하면서 스스로
입산하게 된다.

울산의 빨치산 활동

함께 희망을 갖고 현해탄을 건너 조국에 왔지만 조국은 그가 바라는 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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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 삶에서 이념과 사상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

신불산에서 3년동안 유격대로 활동하면서 노동당 당원이었던 것을 자
랑스럽게 생각했던 그는 6・25때 부산에서 체포된 후 20여년이란 긴 세월
을 옥중에서 보내었다. 우리는 그의 옥중생활에서 사상과 조국이 무엇인
지를 다시 한 번 돌이켜보게 되고 남북 통일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생각된다.
구연철은 구순의 나이로 아직도 해운대에 살면서 하나 된 조국을 위해
통일을 기다리고 있다.

Ⅰ. 머리말
빨치산은 빨치산·빨갱이·야산대라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고 50~60년
대 언론은 이들을 통틀어 ‘공비’라는 이름을 붙여 기사화했다. 해방 전후
활동한 이들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명칭도 달라졌다. 이런 이름의 변
화는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행동을 규정하는 일이 그 만큼 복잡했다는 것
을 말한다.
빨치산의 입산 과정도 이름만큼이나 복잡하다. 구연철처럼 친일파를
등용한 이승만 정권이 미워 산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나 하면 서장룡처럼
울산 사회에서 가난한 농민해방을 명분으로 싸우다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입산한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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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석구처럼 일제 말 배급품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던 마을지
도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빨갱이가 된 사람이 있나 하면 장두천처럼 남로
당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남로당 자체가 좌익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어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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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이 산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다. 두동면의 김서형은 부모가 남로당에
가입해 지하활동을 하다가 입산하자 어린 소녀였지만 주위 시선이 두려
워 입산하기도 했다.
차순형과 전재열처럼 빨치산에게 납치되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빨치산이 되었다가 비극적인 종말을 고한 사람도 있다. 이들 중 전 씨는
납치된 후 죽음을 무릅쓰고 빨치산 아치트를 탈출해 살아났지만 과거 빨
치산 행적이 문제가 되어 보도연맹에 억지로 가입되는 바람에 죽음을 당
하기도 했다.
또 여운형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에 가담했다가 ‘건준’이 좌익으로
몰리는 바람에 빨치산이 된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빨치산이 된 대부분은
부역자로 몰렸던 사람들이다. 그들 대부분은 빨치산을 도왔다는 혐의로
탄압받을 것이 두려워 제 발로 산으로 들어갔다. 실제로 부역자들 중에는
제대로 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하고 여론 재판으로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
이 적지 않았다.
해방 후 빨치산의 생애를 문학작품으로 다루었던 이병주 작가는 빨치
산의 행적에 대해 그의 작품 『남로당』에서 “그들이라고 해 전혀 명분 없이
설쳤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그들을 궤멸했다고 하지만 그들의 잔당
이 말끔히 사라진 것도 아니다.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어처구니없다’는 수
식어가 필요한 빨치산 집단의 정체와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울산 빨치산 행적들은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소수에 불과할지 모르지
만 군경을 살해하고 양민을 괴롭히고 물품을 강탈하고 공공시설물을 파
괴하는 등 울산 사회에 끼친 폐해가 말할 수 없이 컸다.
울산에서 언제부터 빨치산이 나타났는지 구체적인 기록과 기술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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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 활동했던 준거가 나타나고 있다. 언양면 대곡리에는 1946년 가을부
터 1947년 말까지 서부 5개면 빨치산 사령부가 세워져 20여 명의 빨치산
해방 후 울산에는 한때 좌우익이 중앙 조직의 하부기관으로 나누어져
활동하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특이하게도 도심에서 우익단체가 활발한
활동을 한 반면 좌익단체들은 변두리에서 활발한 활동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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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으로 무장 활동을 하고 있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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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신불산에 빨치산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울산 여러 곳에서는 빨치

당시 울산의 우익 단체로는 건국청년단·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용소방
대가 있었는데 이들 단체들은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활발한 활동과 세력
확대를 위해 힘썼다. 울산의 우익 단체에는 지주와 상공업자 등 지역 유지
들이 많이 참여했고 이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이들 조직은 미군정시절
에는 미군의 암묵적인 지원도 받았다.
해방 후 울산의 대표적인 우익 조직이 울산의 치안 유지를 위해 만들었
던 ‘건국울산협력회’지만 이 단체는 오래가지 못했고 대신 전국 조직망의
지부로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단체가 ‘대한독립국민촉성회’였다.
이 단체는 1946년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좌와 우가 찬반으로 나누어져
소용돌이칠 때 좌익을 견제하기 위한 우익단체로 조직되었다. 약칭 ‘국민
회’로 불렸던 이 단체는 산하에 청년 조직인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총연
맹’을 두기도 했는데 울산에서도 이 단체의 지부가 방어진과 언양에 있을
정도로 청년운동이 활발했다. 해방 후 각 지역마다 치안 유지를 내세워 청
년운동단체가 난립하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울산도 예외가 아니
었다.
울산은 특히 북한에서 내러 온 청년들로 구성된 서북청년단이 반공과
친일척결이라는 미명하에 울산의 많은 좌익 인사들을 체포해 그들의 재
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살해까지 하는 등 무법적인 행동을 벌여 오히려 좌

1) 울산대학교,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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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활동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었다.
서달식은 일제강점기 울산 읍 의원으로 울산 군민들의 권익에 앞장섰
고 해방 후에는 손정수에 이어 ‘국민회’ 대표로 울산 치안에 앞장서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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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처럼 혼란된 정국에서 서 씨가 빨치산으로부터 암살된 것은 그가 공
산주의자들이 반대하는 반탁운동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당시 그는 복산
초등학교 아래 있었던 상사주식회사 인근에 살았는데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섰을 때 빨치산이 총을 쏘아 살해했다. 그때가 1948년 10월
18일이었다.2) 이후 빨치산들은 휴전이 될 때까지 울산 전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을 살해했다.
해방 후 울산을 대표했던 우익 단체가 ‘건국청년단’으로 회장이 김태근
이었다. 김 씨는 2006년 발간한 자서전 『함월산』에서 건국청년단 활동에
대해 “청년들이 해방된 감격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견 없이 방황하는 대중
을 건국의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면서 재무장한 삼산비행장 주둔 히쿠치
부대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수없이 밀어닥치는 귀환 동포들을 영접하는
일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에서 우익 단체들이 안정된 사회조직을 갖고 도심을 중심으로 활
동하고 있을 때 좌익단체들은 주로 울산 외곽에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좌익단체로는 여운형 주도로 만들어졌던 건국준비위원회와 그 하부조
직인 농민조합이 있었다. ‘건준’으로도 불린 건국준비위원회는 나중에 인
민위원회로 개편되는데 울산에서는 고원우가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1900년 두동면 상월평에서 태어난 후 보광중학교를 졸업했던 고 씨는
일제강점기 대부분의 유명 인사들이 일본에서 공부한 데 반해 상해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한인청년회’에 가입해 상해임시정부 요원들과 친교를
맺었다.3)
해방 후 두동·두서·언양·상북·삼동 등 서부 5개 지역과 방어진·강동·서
2) 경상일보, 「인물로 읽는 울산유사」 (2015. 6. 14), 9쪽
3) 경상일보, 「인물로 읽는 울산유사」 (2016.3.27),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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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진은 특히 좌익 활동이 활발해 상북은 한때 전체 면민의 절반이 훨씬
넘는 주민들이 좌익에 기울어져 있었다.
구 지역인 당시 동면 사람들이었다. 특히 방어진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
아 일본인들과 자주 마찰을 일으키면서 민족적 성향이 강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타난다.4) 이들 중 건준에서 활동한 인물만 해도 박두복 건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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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울산에서 좌익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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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농소·청량은 우익보다 좌익 활동이 훨씬 활발했다. 이중에서도 상북과

부장, 김병희 교육부장이 있다.
이외에도 방어진과 일산진에 살면서 좌익 활동을 했던 인물로는 박학
규 방어진읍 인민위원장과 김경출·김천해가 있다. 해방 후에도 한동안 이
지역에서 좌익으로 활동했던 김경출과 김천해는 결국 미군 탄압을 피해
일본으로 가 조총련 간부가 되었다.
울산에서는 왜 다른 지역보다 많은 사람들이 빨치산이 되었을까. 이들
이 입산한 시기는 언제쯤이고 입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해
방 후 한동안 울산에서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고원우가 북으로 간 과
정에서 알 수 있다. 해방 후 미군이 울산에 들어와 우익과 함께 신속하게
행정권과 치안을 확보해 가자 그동안 좌익 활동을 벌였던 인사들은 미군
에 체포되어 옥살이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들어가 새로운 세상
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고원우가 미군에 쫓기면서도 입산하지 않고 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일제강점기 상해에서 공부할 때 친분을 가졌던 상해임시정부 요원들이
북한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들 중에는 고원우가 남한에서 좌익운
동을 펴고 있을 때 도왔던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이 고 씨의 입장이 난처해
지자 그의 월북을 도왔다.
고 씨가 울산에서 인민위원장으로 활동할 때 인민위원회 사무실이 두
4) 1925년 6월 10일 자 동아일보는 동면 1천여 가구 중 4백여 가구가 일본인 소유로 보도. 참고로 1909년만
해도 동면 인구 5천여 명 중 일본인이 600여 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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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무실보다는 울산 도심의 옥교동 해동여
관을 이용할 때가 잦았다. 그는 이 여관에서 당시 농민운동을 함께 벌였던
범서 출신 서장룡과 두동 출신 이만술을 자주 만났다. 서장룡은 나중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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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을 중심으로 활동한 홍길도 부대의 빨치산 지도자가 되고 이만술은
해방 후 한때 두동면장으로 있으면서 좌익활동을 폈다.
고 씨는 인민위원장이 되기 전부터 농민운동을 벌여 여러 번 미군의 심
문을 받았지만 미군은 그를 좌익척결의 앞잡이로 이용하기 위해 풀어주
었다. 미군은 그가 전향할 것을 기다렸지만 그는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1948년 가족과 많은 재산을 남겨두고 북으로 갔다. 고 씨 역시 당시 월북
을 도와준 상해임시정부 출신의 북한 인사들이 없었다면 살기 위해 산으
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때 대규모 군사 조직을 갖추고 양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빨치산
들은 우리들이 이해 할 수 없었던 행동을 했던 집단이었기에 이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들의 행적에 대한 심판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이루
어지지 않았다고 해 이들의 행적을 묻어둔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금까지 글에서 보듯 울산의 경우 빨치산이 된 이유가 입산자에 따라
다르고 그들이 울산사회에 끼친 폐해가 크지만 아직 이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해방 후 왜 다른 지역
에 비해 울산에서 빨치산들이 많이 생성되었고 이들의 활동이 울산사회
에 얼마나 많은 해악을 남겨놓았는지에 대해 알아본다.

Ⅱ. 울산의 빨치산 형성
다른 지역에 비해 왜 울산에는 빨치산 활동이 활발했을까. 이에 대해서
는 울산에 산악지대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런 자연환경보다는 일제강점기 울산사람들의 삶에서 찾아보는 것이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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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울산에는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5) 군수와 경찰서장, 학교
장 등 사회 지도층이 대부분 일인들이었고 지리적으로도 울산은 일본과
유였다. 일본인이 운영하는 병원도 많았다. 도심에 있었던 가리시마(辛島
果鶴)와 우수이 병원은 의사가 일본인이었고 나까야마와 오꾸다는 군청
가까이에서 치과를 운영했다. 일본인들이 많다 보니 학성여관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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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 일본인들이 많았다. 울산 읍내의 큰 상점과 여관은 대부분 일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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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주여관, 청강장 등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여관도 많았다.
일본 출신 언론인들도 많았다. 특히 1930년대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무
렵에는 일본 기자들이 울산에 많아 이들을 ‘울산기자협회’에 가입시키기
위해 기자협회를 재편했어야 할 정도였다.6) 이러다 보니 울산의 민족주의
자들 중에는 일본인들에게 적개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 일인들과 마찰
이 잦았고 이들이 해방 후 친일파 숙청에 앞장서는 등 좌익운동을 벌였다.
마찰은 일본의 어업 전진기지 역할을 해 일인들이 많이 살았던 방어진
과 서생면이 더 심했다. 이들 지역에 살았던 어민들은 일제가 1910년 이
땅을 강점하면서 우리 어민들을 수탈할 수 있는 새로운 어업법을 만들자
적개심이 생겨났고 이런 적개심이 항일로 표출되었다.
이들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해방 후 좌익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 이면
에는 일제강점기 생겨난 소작인들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일제강점기 지주들을 비롯한 지역 유지들 대부분이 일제 통치
에 협력하면서 자신들의 지위와 재산을 지켜왔다. 따라서 소작인들은 해
방이 되면 이들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지고 토지 개혁으로 일정분의 토지
를 그들이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지만 이런
개혁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일제강점기 있었던 공출이 계속되었다.
5) 1917년 울산군이 발간한 『울산안내』에는 1916년 울산 시내에 조선인 1만여 명, 일인 600여 명이 산 것으
로 기록되어 있고 가구 수는 조선인 2천여 가구, 일본인 300여 가구가 조금 넘는다.
6) 일제강점기 울산에서 조선인 기자 중심으로 ‘울산기자협회’가 창립된 것이 1926년이었는데 1932년이 되
면 일본인 기자가 늘어나 다시 기자협회를 재편해 일본인 기자들도 ‘울산기자협회’에 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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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작인의 이런 불만을 알았던 좌익단체가 해방 후 내세운 강령이 ‘토지의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였고 이에 많은 농어민들이 가세해 농업조합 활동이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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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위기는 해안 마을에서 더욱 고조되어 방어진과 서생 등 어촌에
서는 일제강점기 어업침탈로 생겨난 반일 민족의식이 해방 후에는 좌익
운동으로 이어지게 된다.
해방 후 남한에서 빨치산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한 때가 미군정이 공산
당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탄압하면서다. 이때부터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
을 따랐던 노동자·농어민들과 함께 주변 산악으로 숨어들어 활동하게 된
다. 울산에서 빨치산들이 산으로 들어가 항쟁을 벌인 때가 대구에서 ‘10
월 폭동’이 일어난 시점과 비슷하다. ‘10월 폭동’은 남로당 지시로 1946년
9월 대구지역 좌익세력들이 노동자와 일반시민들과 함께 쌀 획득 투쟁을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시위 형식으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 경
찰이 시위대에 발포하면서 민간인이 사망하자 시위가 폭력화되어 경찰서
습격과 경찰 살해로 번져갔다.
이후 미군 출동과 계엄령 선포로 질서가 회복되었지만 대중 시위가 경
산·성주·영천 등 인근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울산까지 영향을 주었다.
이 무렵 범서지역을 중심으로 좌익이 많았던 방어진과 서생·언양에서는
‘10월 폭동’에 호응해 민중봉기까지 계획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7)
울산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때부터 좌익에 대한 미군의 탄
압이 강화되고 체포가 일어나면서 좌익 인사들이 지하로 숨거나 산으로
들어갔다. 울산에서 빨치산들의 조직적인 활동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곳
이 언양면 대곡리로 이 무렵 20여 명의 빨치산들이 무장한 채 활동했다.8)
나중에 밝혀졌지만 이 무렵 대곡리 일대 야산에서는 강우회와 박영찬·신
석구가 숨어 지내면서 식량과 의복을 구하기 위해 인근 마을로 내려와 마
7) 울산대학교,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20쪽
8)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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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박영환은 두서면 전읍리 출신으로 이들은 신불산 부대가 붕괴된 후에도

울산의 북부와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테러 활동을 펼쳤다. 신석구는 언양
대곡리 빨치산들은 비록 소규모였지만 오랫동안 활동했다. 1952년 3월
11일 자 동아일보는 ‘울산경찰서가 하루 사이에 공비 11명을 사살 내지 생
포하는 성과를 올렸다. 즉 울산관하 언양지서는 8일 오후 3시 동면 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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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기 출신으로 1949년 체포되어 장날 언양 사거리에서 효수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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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했다. 강우회는 상북면 향산리 출신이었고

리 대곡국민학교 뒷산에 잠입한 공비 9명을 포착하고 교전 끝에 6명을 사
살하고 2명을 부상시켰다’고 보도하고 있다.
대곡리 외에도 이 무렵 울산 각 지역에는 무장투쟁을 시작하는 이런 소
규모 집단 아지트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두서에는
백운산 감투봉을 중심으로 천마산·아미산에 아지트가 생겨났고 언양에는
대곡리 연화산, 온양에는 대운산, 두동에는 치술령, 농소에는 가대리 야
산, 강동에는 동대산에 아지트가 만들어져 이들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연합전선을 펴는 등 무장투쟁을 벌였다.
이들 아지트 중 김용구가 이끌었던 대운산 부대와 홍길동10)이 이끌었던
아미산 부대는 정규군에 가까운 무기를 갖고 유격전을 자주 펴는 바람에
이들 지역에 살았던 주민들이 많은 물질적 손실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
중 동부지구당 제3지대의 김용구가 이끌었던 대운산 부대는 병력이 90명
정도 되었고 아미산의 홍길동 부대는 경주에 거점을 둔 빨치산과 연계해
작전을 벌이는 바람에 경주와 두동·두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빨치산 활동이 활발해지자 국군이 본격적으로 빨치산 토벌에
나선 것이 6·25가 일어난 다음 해인 1951년이다. 이때부터 군과 경찰, 청
년단체, 의용경찰이 빨치산이 출몰하는 지역에서 교대근무를 서면서 공
9) 향산에는 강우회 친인척들이 많이 살았는데 강 씨가 입산한 후 친인척들이 언양 지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
느라고 한동안 많은 고초를 당했다.
10) 해방 전후 두서면 아미산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홍길동은 가명으로 두서면 전읍리 출신의 박영환이 본명
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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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토벌에 나섰다. 이 무렵 울산지역 각 지서에는 50~120명에 이르는 의용
경찰을 배치했다.11)
경찰이 홍길동 부대의 아지트가 있는 아미산을 공략한 것이 1953년 6월

울산의 빨치산 활동

이었다. 이때 울산의 의용경찰과 군부대가 아미산을 포위 공격해 홍길동
부대의 거점을 탈환했으나 사전에 빨치산들이 경찰 공격을 감지하고 도
망해 10여 명의 빨치산을 사살하는 데 그쳤다.
김용구가 사살된 것은 1952년 2월 전투에서였다.12) 이 무렵 대운산 빨
치산의 잦은 준동으로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자 경찰이 토벌 작
전을 벌였는데 이때 온양의 덕동에서 잠복근무 중인 경찰에 의해 사살되
었다. 홍길동이 사살된 것은 한 해 뒤다. 1953년 10월 경주 내남면에서 경
찰과 빨치산 사이에 전투가
벌어져 경찰이 빨치산 다수
를 사살했는데 이 속에 아미
산 부대의 두목 홍길동이 포
함되어 있었다. 13)
홍길동 부대는 두목이 사
살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
규모 활동을 벌였고 심지어
휴전으로 신불산 유격대가
붕괴된 후에도 소부대 활동
을 지속적으로 벌여 많은 인
명피해를 입혔다.
신불산 빨치산이 언제 어
떻게 조직되었고, 어떻게 붕

<그림 2> 태봉정에서 본 신불산 정상

11) 범서읍, 『범서읍지』,(중앙인쇄사, 2001), 292쪽
12) 온양읍, 『온양읍지』 (한성출판인쇄사, 2002), 370쪽
13) 두서면, 『두서면지』 (대성문화인쇄사, 2001),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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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신불산에서는 가장 많은 빨치산이 활동했고 이들이 탄탄한 조직으
로 울산전역에 산재해 있는 빨치산 아지트와 연계해 활동과 작전을 벌이
신불산 빨치산들은 구연철처럼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지
만 지리산이 있는 서부전선에서 패망한 패잔병들과 여수·순천 사건 때 산
으로 도피해 지리산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다 울산으로 이동한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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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령부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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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되었는지 아는 것은 울산 빨치산 연구를 위해 중요하다. 왜냐하면 6·25

적지 않았다. 빨치산들이 신불산에 거점을 둔 요인은 신불산 주위에 간월
산과 영축산·재약산·가지산·운문산 등 해발 1000m가 넘는 고봉들이 많아
그들이 은신처로 이용할 수 있는 지형지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중에서도 사령부 인근에 있었던 갈산고지는 사방이 확 트여 빨치산
토벌을 위해 작전을 벌이는 군경의 동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요새 중 요
새였다. 지리적으로도 신불산은 타지역 사령부와 연결이 잘 될 수 있는 위
치였다. 사령부에서 앞을 보면 양산 쪽으로 원동재가 훤히 내다보이고 간
월산을 죽 타고 올라가면 팔공산까지 연결되어 태백산맥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남으로는 원동고개를 지나면 하루 저녁에 부산의 금정산까지 갈
수 있었고 천황산만 넘으면 밀양 표충사까지 연결되었다.
특히 갈산고지는 산세가 험해 방어가 쉬워 남도부14)대장은 처음부터 이
곳이 최대의 전략요충지라면서 사령부를 이곳 인근에 차릴 것을 명했다.
울산에 신불산 유격대가 조직된 것은 이남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부가 들어섰던 1948년 무렵으로 보고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권
14) 본명 하준수. 1921년생으로 경상남도 함양에서 천석꾼의 아들로 출생. 아버지 하종택의 15명 자녀 중 장
남으로 태어남. 진주중학교 재학 중 일본인 교사를 폭행해 퇴학당한 후 일본으로 가 주오(中央) 대학 법
학부에 입학 수학 중 4학년 때 징집되자 이를 거부하고 덕유산에 입산. 해방 후 여운형 주도의 조선인민
당에 참여하여 함양군당 위원장을 맡았지만 경찰의 탄압으로 지리산에 입산한 후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을 지지하는 게릴라 활동을 벌임. 6·25가 일어날 무렵 신불산으로 와 이곳에서 유격 훈련을 벌이다
가 1954년 대구에서 체포된 뒤 옥살이를 하다가 1955년 서울로 이송 처형됨. 부대명 ‘남도부’는 부산을
해방구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붙였다고 함. 일본에서 유학 중 결혼해 아들 상영과 딸 인자, 경자를 두었
으나 아들은 사망하고 두 딸이 현재 서울에서 살고 있다. 현재 함양에는 그의 가묘가 있어 가족들과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매년 제를 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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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후 공산주의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과 체포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체포를 피해 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들
은 입산 후 식량과 옷가지를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오면서 자연히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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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과 마찰을 빚게 되고 때로는 군경과 전투까지 벌여 피아간 사상자
들이 생겨나게 된다. 초기만 해도 식량과 의복을 위해 보급 전투에 나섰던
빨치산은 주위 환경에 익숙하지 못했고 또 마을에서 그들을 도와주는 비
선이 없다 보니 보급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신불산에 처음 자리 잡은 조직은 조선노동당 경남도당 동부지구당이었
다. 속칭 ‘동부지구 제4지구당’으로 불리던 남부군 부대는 부산시와 양산
군·동래군·울산군·밀양군을 중심으로 활동했는데 위원장은 진해 출신의
공인두였다.15) 초기만 해도 신불산에는 빨치산들이 제법 많았지만 오랫동
안 소위 말하는 보급 투쟁을 벌이면서 적지 않은 사상자들이 나와 6·25가
일어날 무렵에는 숫자가 처음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신불산에 빨치산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6·25 무렵 ‘남도부’라 불리
는 하준수가 이끄는 동해 남부 유격대 정예부대 300여 명이 부산을 공략
하기 위해 신불산으로 들어와 사령부를 차리면서다. 이후 이들은 울산·양
산·밀양 심지어 부산까지 내려가 전투를 벌이면서 경찰과 양민을 괴롭히
는데 이 중에서도 울산은 가장 피해가 큰 지역이 되었다. 호계역이 파괴되
고 삼남면 사무소와 범서·상북·서생 지서 등 공공건물이 소실되고 지역 유
지들이 살해되고 양민들이 죽어갔던 때가 이 무렵이다. 이러다 보니 울산
은 지리산 인근과 함께 빨치산의 가장 큰 피해지역이 되어 골머리를 앓아
야 했다. 이후 국군과 경찰이 소규모 토벌전을 신불산 일대에서 여러 번
벌였지만 오히려 빨치산보다 국군과 경찰의 희생이 컸다.
국군이 벌인 빨치산 토벌 중에서도 ‘1951년 신불산작전’은 유명한 전투
로 손꼽힌다. 신불산작전은 지리산 토벌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도사단 2개

15) 안재성. 『신불산』, (산자니 2011).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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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신불산 자주소나무 앞에 놓인 남도부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고 있는 하준수 조카 하선국과 손자

중대가 지리산에서 막강한 공비를 토벌했다는 자신감을 갖고 전투에 참
여했지만 초기에는 여지없이 패하고 말았다. 패인은 빨치산들이 신불산
지형지물에 익숙했던 반면 토벌대들은 이 지역 지리에 어두웠기 때문이
다. 연말이 가까워져오자 국군은 군부대 1개 중대와 경찰병력 1개 중대를
추가로 동원해 다시 토벌에 나섰다. 이때는 미 공군의 지원까지 받아 공중
폭격까지 했는데도 승패가 쉽게 나지 않았다. 미군의 공격에도 당시 이 지
역을 완강하게 지켜 내었던 부대가 남도부 부대였다.당시 경사로 상북지
서장을 지냈던 이병우(李秉雨, 작고. 인터뷰 당시 53세) 증언이다.16)
“신불산에 남도부가 난공불락의 참호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탐지되었다. 당시 울산
경찰서장 박영근 총경이 경북 안강에 주둔 중인 UN군 10군단을 방문해 공비 소탕 협조
를 간청했다.
1951년 2월 21일 새벽 4시 미군 1개 중대와 일반경찰과 의용경찰 도합 1천여 명이 신불
산을 포위했다. 미군은 682고지 맞은 편 1천고지에 진을 치고 2시간에 걸쳐 박격포와 야

16) 김정길, 『망원경』. ( 제일문화사1981), 95쪽

71

Chapter 02

포를 쏜 후 수색 작전을 전개했으나 오히려 빨치산의 역습으로 미군 12명이 삽시간에 숨
졌다. 혼비백산한 미군들이 철수하자 미군의 막강한 화력을 믿고 공동전선을 폈던 국군
들의 사기도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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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년 3월 이곳을 지키고 있던 전우들에게 보급품을 수송하러 가던 중 우박을 만나 산
중에서 동지 4명이 동사했고 지서가 습격 받아 동료 경찰관과 의용경찰이 피를 흘리면
서 신음하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분하고 한 많은 추억들이다. 이후 1955년 상북 지서 부
근인 궁근정에 육군 1개 중대가 공비토벌 임무를 맡고 주둔하고 있다가 공비들의 습격
을 받아 상당수 총기와 군수품을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이 무렵 부산에 있었던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 울산 출신 김택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조사단이 파견되었다. 증인으로 출두했던 나는 ‘경찰경비 잘못으로 피습을 당했다’고 진
술한 군 측 대표를 향해 ‘경찰은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 하는 것이 임무인데 군까지
경찰이 경비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항의했다.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쓸뻔 했다가 가까스로 면했다.
1956년 3월에 북정자리 김모(50) 씨 집에 공비 정(丁)모(54)가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았
다. ‘총을 쏘지 말라 자수하면 살려 주겠다’고 30분이나 설득해 귀순을 시키고 김종신 서
장에게 보고했다. 김 서장의 지시로 정 모씨를 ‘사살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가짜 장
례식을 치러주었다. 그 뒤 정 씨의 협조로 무룡산에 숨어 있던 잔비 6명을 사살하는 전
과를 올렸다.”

다음은 두서 지서장이었던 김홍조(당시 58세) 인터뷰다.17)
“1953년 1월 친척 임방호가 나에게 급히 좀 만나자는 전갈을 보내어왔다. 공비 C모(51.
생존)가 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즉시 의용경찰 중대장 권오복(57)과 현지
로 달려갔더니 C 모는 주저했다. 김종신 서장이 자수하면 목숨은 살려주고 신분을 보장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하니 총을 버렸다.

17) 김정길, 『망원경』, (제일문화사, 1981), 97쪽

72

비가 이동한다는 1급 정보를 가져왔다.
정보 자체의 확인이 힘들고 C 모를 믿을 수 없어 걱정되었는데 자정이 되었을 때 C 모가

었다. 이를 본 우리는 2~3m 간격으로 매복했기 때문에 한 명씩만 사살 하면 되었다. 총
구가 불을 뿜었다. 순식간에 37명이 사살되었고 이 지역 명문대학 출신 문 모(51)도 생포
했다. 사살된 자 중에는 악랄하기로 소문이 났던 ‘광주리부대’18)의 강두해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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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30m 뒤에 잔비들이 2~3m 간격으로 길 양편에 붙어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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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한 것을 비밀로 하고 다시 입산 시켜 경찰에 협조키로 했는데 그해 11월 38명의 공

Ⅲ. 울산 출신 빨치산
1)신석구
언양읍 태기리 출생으로 해방 후 대곡리 일대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
다가 6·25 직전 옛 언양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처형당했다. 그가 빨치산
이 된 것은 일제 말 면사무소에서 고무신과 식품 등 배급물자가 나왔는데
이를 마을 이장이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아 앙심을 품고 있다가 보복을 하
기 위해 해방 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입산했다. 이후 마을로 내려와 일제
말 마을 이장이었던 유덕조를 구타하고 그의 부인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다음은 세월이 한참 지난 1981년 유덕조가 지역 언론과 가진 인터뷰 내
용이다.19) 유덕조는 1898년생으로 인터뷰 당시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살
았다.
“신석구가 난리를 피울 당시 언양면 태기리에는 50여 호가 있었는데 공용구와 우리 집을
빼고는 대부분 빨치산과 연락하고 있었다. 1948년 3월 29일 같은 부락민이었던 신석구
가 전호영과 함께 일본도와 총을 들고 집 앞으로 와 나를 밖으로 나오라고 했다. 당시 신

18) 의복과 식량 등 생활용품을 약탈해 갔던 빨치산을 일컬음
19) 김정길, 『망원경』, (제일문화사, 1981),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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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구는 ‘이놈의 영감쟁이 우리를 반대하는 반동이니 죽여야 한다’면서 살기가 등등했다.
마침 집사람(安산금, 당시 43세)이 나를 가로막고 ‘영감을 데리고 가려면 나부터 죽이고
데려가라’고 울부짖었다. 이때 신석구가 총을 집사람에게 쏘아 집 사람이 그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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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 말았다. 다음 그는 일본도로 나의 오른쪽 팔을 쳤는데 팔이 반쯤 잘리고 새끼손가
락도 칼에 날아갔다. 이때 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신석구는 내가 죽은 줄 알고 나
의 왼쪽 귀를 베어갔다. 집사람을 생각하면 눈물이 절로 난다. 이웃을 모르고 눈물도 없
는 그놈은 인간이 아니었다. ”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도 신석구는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태기리와 언
양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면민들을 괴롭히다가 6·25 직전 의용경찰에 붙잡
혔다. 그가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것은 평소 너무 많은 사람들을 해쳤기 때
문이다. 항간에는 그가 처형당할 때 목을 쳤던 사람도 그의 부친이 신석구
에게 살해되었다고 한다.
당시 신석구 처형장을 지켜보았던 김준길(81) 언양노인회 회장은 “당시
나는 언양초등학교 4학년으로 집이 가까워 점심때면 항상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점심을 먹기 위해 집으로 가던 중 사람들이 많이 모여 혹
장날이라서 사람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빨갱
이 한명이 효수를 당한다고 해 호기심이 생겨 인파를 뚫고 들어가려고 했
으나 어른들이 보지 못하게 했다”고 회상한다.
이 일이 있은 후 태기리 신석구 집은 마을 사람에 의해 불태워졌고 신석
구 가족은 부산 영도로 이사갔다. 또 유덕조 이장 가족도 태기리를 떠나
언양에서 살았는데 유 씨는 인터뷰를 할 당시는 중구 신정동으로 이사해
이곳에 머물고 있었다.
2)장두천
울산 동구 방어진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대구 명정 상고를 졸업했다. 이
후 일산동 보성학원에서 1년간 교원 생활을 하던 중 일제의 강압에 못 이
74

원20)에서 교원 생활을 하던 중 부산으로 가 수산대학교에서 일 년간 수학
후 이 학교 조교로 활동했다. 1946년 11월 남로당에 가입 활동하던 중 미
라는 가명으로 1954년 4월 체포될 때까지 남도부 부대의 요직에서 활동
했다.
그는 특히 글체가 뛰어나 선무활동에 사용되는 선전문을 만들었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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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탄압을 피해 1949년 11월 28일 신불산에 들어갔다. 입산 후 ‘장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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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징병 제3기생으로 태평양 전쟁에 출정했다. 해방 후 귀국 다시 보성학

담도 좋아 유격대가 보급 전투를 나서기 전에는 먼저 마을로 내러가 선무
공작에 앞장서는 등 유격대 지원 활동을 잘 벌여 나중에는 서열이 높은 당
원이 되었다. 휴전협정 후 부산 구덕산 아지트에서 체포되어 20여 년의
형을 살았던 그는 대부분의 옥살이를 대구 교도소에서 했다.
장두천과 신불산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구연철은 “내가 신불산
에 들어갔을 때는 범서·두서·언양 등에서 입산한 동지들이 많았는데 장두
천 동지는 그중 한 명으로 나보다 훨씬 앞서 입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빨치산은 상대방의 본명은 물론이고 심지어 고향까지도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장두천의 고향이 울산 동구였다는 것은 그가
체포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장 씨는 출옥 후 방어진에서 결혼까지 했고 심지어 새마을금고 이사장
까지 지냈다. 이에 대해 구 씨는 “우리들과 같은 사상범은 출옥하더라도
매달 자신의 행적을 가까운 지서에 신고해야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장 씨
가 공익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을 것인데 새마을금고 이사장까지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3)서장룡
1922년 범서읍 서사마을에서 태어났다. 울산농림학교를 마칠 무렵 형
20) 동구 일산진에 있었다. 1922년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 진학을 못하는 동구 어린이들을 위해 성세빈이 건
립. 1945년 폐교가 될 때까지 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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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칠이 일본에서 불러 일본으로 가 형의 도움으로 메이지대(明治大學)를
졸업했다. 해방과 함께 귀국한 그는 일본에서 익힌 학문을 바탕으로 청년
운동을 벌였다. 그는 울산 좌익의 지도자가 되어 농민운동을 벌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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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언제 입산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는 범서읍 대신마을 출신의 김낙원(金洛元)과 함께 농민궐기대회를
자주 열었는데 그때마다 연설을 잘해 농민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당
시 김낙원 씨는 인민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서 씨는 부위원장 자리에 있었
지만 이때 이미 김 씨는 연로해 대회 실무는 서장룡이 맡아서 처리했다.
김낙원은 그의 아들 정근(正根)도 나중에 빨치산이 되어 2대에 걸쳐 빨
치산 운동을 벌인 집안이 되었다. 정근은 발걸음이 빠르고 변복을 잘해 경
찰의 추적을 받으면서도 지서를 제 집처럼 드나들었다는 소문이 지금까
지 남아 있다. 정근은 나중에 울산군 인민유격대장이 되었던 서장룡이 두
서면 내와리 마을에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죽자 서 씨의 후임자가 되
었다.
서 씨가 벌인 빨치산 활동 중 지금까지 울산사람들이 생생하게 기억하
는 사건이 범서 지서 습격이다. 한국동란이 일어날 무렵 울산 전 지역에서
빨치산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특히 범서 일대에 빨치산들이 자주 나타
나자 울산경찰서는 범서 지서에 의용경찰을 많이 배치했고 이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범서에서 빨치산과 경찰의 교전이 잦아졌다.
서장룡이 부하들과 함께 범서지서를 습격한 것이 1948년이다. 이때 그
는 10여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범서 지서를 불 지른 후 새벽에 오심이등(
현 구영리 뒷산)으로 퇴각하고 보니 전투에 함께 참여했던 안효실이 보이
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단신으로 지서로 다시 돌아가 경찰의 포위망을 뚫
고 안 씨를 데리고 오는 대담함을 보였다. 안 씨는 이후 서장룡의 장방에
숨어 치료를 받았지만 나중에 경찰에 자수한 후 전향해 반구동에서 살다
가 타계했다.
1948년 봄 두서면 중점마을 뒷산에 머물렀던 서장룡은 식량이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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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한영출은 즉사하고 서장룡은
다리에 총상을 입어 산속으로 도망갔으나 결국 사망했다.
지만 형 장칠이 나중에 서 씨의 시신에 메이지대(明治大學) 버클이 채워
져 있는 것을 보고 동생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가 죽었을 때 겨우 20대
후반의 나이였다. 해방된 조국에서 청운의 뜻을 펴겠다는 높은 꿈을 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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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에서 혼자 죽어 나중에 시신이 부패하는 바람에 형상을 알 수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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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출과 함께 양식을 얻기 위해 중점마을로 내려오다가 마을을 지키고

어렵게 대한해협을 건너 대학까지 다넜던 그는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결혼도 못 한 채 원한의 눈을 감고 말았다.
4)이만용
울주군 두서면 전읍리 출신으로 1951년부터 두서 지서에서 의용경찰관
으로 근무 중 차순우와 함께 1952년 6월 납치되었다. 이후 1954년 4월 체
포될 때까지 신불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했다. 몸이 빨랐던 그는 유격대
소대장으로 빨치산 교육을 했고 전투가 있을 때는 항상 앞장섰다.
구연철에 따르면 그가 처음 납치되어 신불산에 왔을 때 남도부가 마을
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는 “한번 입산한 후에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도 부
역자로 몰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주민들 중에는 이만용처럼 납치되어 산으로 한번 들어가
면 마을로 다시 내려와도 좌익으로 분리되어 많은 수모를 당해야 했기 때
문에 입산자들 중 자진해서 마을로 돌아오는 자나 작전 중 몰래 도망해 오
는 사람들이 없었다.
2001년 발간된 『두서면지』는 이만용이 납치되었던 ‘전읍리사건’을 다음
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미산에 임시 거점을 두고 있었던 잔비 홍길동 부대가 1952년 2월 20일 전읍 마을에 나타
나 야간 근무 중인 의용경찰을 습격해 의용경찰 7명을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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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1953년 6월 10일에는 이 부대가 다시 전읍 수중내 마을을 습격해 이만용과 차순우 등 2
명을 납치해 입산함에 따라 울산경찰서와 두서 지서 의용경찰이 6월 11일 낮 공비들를 공격
했으나 경찰관 성낙경이 순직한 채 별 성과 없이 하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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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울산지방 의용경찰과 군 2개 중대가 1953년 6월 14일 아미산을 포위하고 일제히
공격해 15일 새벽 3시에 아미산을 완전히 탈환했다. 군은 당시 아미산에 200여 명의 공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공격했지만 사실상 사살된 공비는 10여 명에 불과했다.”

5)김서형
울주군 두동면 출신으로 부모가 남로당 활동을 하다가 1949년 입산한
후 고모 집에서 2년간 살다가 18살 때 스스로 신불산에 들어갔다. 그녀가
입산했을 때 어머니는 유격 활동 중 사망한 상태였고 아버지는 타 지역으
로 파견 나가 만날 수 없었다.
구연철에 따르면 울산 군당은 김 씨가 나이도 어리고 특히 여자였기 때
문에 처음에는 고모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녀가 돌아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입산 후 2년간은 부상자
들을 간호하도록 했다. 이후 스스로 유격대를 자원해 구연철 부대에 편성
되었다.
머리가 영리하고 몸이 민첩했던 그녀는 유격대에 편성된 후 발군의 전
투력을 보여 자주 토벌대를 상대로 벌어진 전투에 참여했다. 그런데 1952
년 토벌대가 신불산 토벌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 김서형이 다른 유격대
원과 함께 일선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이때 사망했다.
그녀가 두동면 출신이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신상에 대한 다른 내용
은 알 수 없다. 그의 부모 역시 남로당 활동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부모가 두동면 어느 마을에 살았던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더욱이 그가 사
망했을 때는 전쟁이 치열해 차가운 땅속에 그대로 묻히는 바람에 그의 묘
지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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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양읍 송대리 출신으로 1946년 입산했다. 입산 일 년 뒤 부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송대리 집으로 왔다가 신불산으로 다시 돌아가던 중 배내골
그는 북으로 가 한동안 원산소년학교를 다녔다.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북
으로 갔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에서 생활하는 동안 공산주의자가 된 것으
로 판단된다. 허 씨가 산에서 내려온 후 그와 친하게 지냈던 박창우(8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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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21) 언양초등학교 29회 졸업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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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허필조

산거주) 씨는 “평소 필조는 자신의 빨치산 생활에 대해 얘기하기를 싫어
했지만 술이 한잔 들어가면 북한 얘기를 가끔 했는데 이때 그는 초등학교
졸업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북한의 내부사정과 공산주의 사상에 대
해 자세한 얘기를 해 그가 북한에서 한동안 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고 회고했다.
울산 빨치산 1세대로 볼 수 있는 허 씨는 ‘대구 10월폭동’ 후 경찰이 좌
익인사들을 탄압할 때 스스로 입산했다. 10월폭동 후 울산 전 지역에서
좌익인사들에 대해 대대적인 탄압과 함께 체포령이 내렸는데 이를 견디
지 못한 핵심 인물들 중에는 입산한 사람들이 많았다. 허 씨도 이들 중 한
명으로 그가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이 서부 5개 면의 사령부가 있었던 언양
면 대곡리였다.
이 무렵 대곡리 행동대장은 강우회였고 박영환과 신석구도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가 입산한 후 송대 마을 허 씨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
했다. 특히 필조와 집안 간으로 마을 유지였던 허원수와 허기원은 허필조
가 입산한 후 언양지서에 불려가 여러 번 심문을 받아야 했다. 그의 어머
21) 울산대학교,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7), 21쪽 허필조의 체포와 관련 마을 사
람들 중에는 허 씨가 체포된 곳이 이천이 아니고 그의 집에서 멀지 않은 능안 마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
람들도 있다. 그들에 따르면 허 씨가 부친 제사 후 신불산으로 돌아가던 중 집에서 멀지 않은 능안에서
잠복 근무 중인 의용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말한다. 그들은 또 체포 당시 그가 총을 4방이나 맞았지
만 살아났다면서 나중에 허 씨는 전향 후 자신이 총을 4방이나 맞고도 죽지 않았던 불사신이었다고 자랑
아닌 자랑을 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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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도산댁(박 씨) 역시 아들 필조가 신불산에서 활동한 일 년 동안 언양 지
서에 불려가 고문을 많이 받았다.
입산 후 허필조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빨치산들의 연락책이 되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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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판으로 유인물을 인쇄하거나 중앙당 지령을 연락하는 역할을 했다. 이
때만 해도 울산에는 아직 조직적인 빨치산이 활동하지 않았다. 그는 체포
도 일찍 되었다. 그가 생포 된 것이 1947년 9월경이었다. 당초 그는 신불
산에 빨치산 부대가 조직되기 전인 1946년 언양 대곡리에서 만들어졌던
빨치산 조직에 들어가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입산 일 년 만에 신불산 인근에서 체포되었다는 것은 당시 이미 북
한이 신불산에 무장투쟁을 위한 근거를 두기로 하고 그를 포함한 언양 일
대의 빨치산들에게 신불산 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심문 후 토벌대 정보요원으로 전향했던 그는 언양에 있었던 김상
호 집에 머물면서 토벌대가 벌이는 각종 전투에 참여하는 등 빨치산 토벌
에 앞장섰다. 그는 하산 후 전향하면서 ‘빨치산 암살 1호’로 지목되어 빨치
산 암살에 대비해 평시에도 항상 가슴에 총을 차고 다녔다. 나중에 김해허
씨에게 장가를 들었던 그는 언양에서 당구장과 다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7) 전재열
1929년 울산 남구 두산리 구룡마을에서 태어났던 전재열은 해방 후 빨
치산들이 마을에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부친을 도우면서 집안일을 챙
겼던 평범한 젊은이였다. 전 씨는 부친이 민간요법으로 버짐 환자들을 잘
고친다는 소문이 나면서 마을 인근은 물론이고 경주와 심지어 양산에서
도 환자들이 모여들어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했다.
그런데 해방 후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었고
이들이 매일 마을로 내려와 전 씨에게 입산을 권유했다. 이를 본 부친이
전 씨가 빨치산이 되지 않도록 전 씨에게 돈을 주어 도심에서 장사를 하도
록 했다. 이후 성남동 난전에서 생활용품을 팔았던 그는 한 달에 한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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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 날 전 씨가 구룡리 집에 오는 것을 알았던 빨치산이 들이닥
쳐 전 씨를 납치 해 산으로 데리고 갔다. 집안사람들은 이때 전 씨가 집으
통한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빨치산은 전 씨를 납치해 간 일주 일 후 다시 전 씨와 함께 마을에 나타
났다. 이때 부친이 전 씨를 빨치산과 떼어 놓기 위해 당시 이웃에 살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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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 것을 빨치산들이 정확히 안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 중 빨치산과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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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식량을 가지러 갔다.

조부에게 인사하러 가라고 했다. 전 씨는 부친의 이 말을 듣고 부친이 자
신을 빨치산들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즉시 집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쳤다. 그런데 이를 눈치챈 빨치산들이 집에 불을 질렀다. 이
때 도망가던 전 씨가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오니 빨치산이 다시
그를 납치 하려 했으나 전 씨가 체력이 좋아 이들을 완강히 뿌리치고 도망
해 납치를 면했다.
당시만 해도 범서는 무법천지로 빨치산이 남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난리
를 피워도 경찰이 오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도 두려워 얼굴조차 내밀지 못
했다. 이러다 보니 대낮에도 납치당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이런 변고 얼
마 뒤 6·25가 일어났다. 그러자 울산경찰서가 전 씨를 빨치산들로부터 보
호해주겠다면서 여러 번 불렀다. 이때 전 씨는 물론이고 가족들조차도 전
씨가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죽음의 길로 들어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전 씨와 가족들은 해방 후 빨치산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 씨를 경
찰이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다.
이후 경찰이 자주 불렀으나 전 씨는 경찰서에 가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경찰서에 이름만 등록해 놓으면 아무 일 없다고 회유했던 경찰이 나중에는
협박까지 했다. 전 씨는 이때 그동안 빨치산들이 집에 불을 질러 가족들이
고생했는데 자신이 경찰서에 가지 않아 다시 가족들이 고생해서는 안 된다
는 생각으로 울산경찰서로 갔다. 이후 그는 다시 집으로 오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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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박팔수
언양읍 동부리 출신으로 해방 전 스스로 입산한 후 6·25가 일어나자 유
격 활동을 나왔다가 체포된 후 전향해 경찰의 정보원 역할을 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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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대의 빨치산 소탕 전투에도 직접 참여하는 한편 빨치산이 사살된 후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을 했다.

Ⅳ. 빨치산이 일으킨 사건들
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울산에서 빨치산들이 준동한 가장 큰 요인은 공
산주의자들의 감언이설 때문이었다. 해방 후 남로당 계열의 인민위원회
가 울산에서 결성되었는데 이들은 각 지역의 하층민인 농민들을 포섭하
기 시작했다. 이들은 농민들이 지주계급에 불평이 많다는 것을 알고 이들
을 상대로 공산당이 집권하면 지주들의 농지를 몰수해 무상으로 분배하
겠다는 약속을 했다. 실제로 울산의 많은 농민들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
어가 남로당에 가입해 공산주의자가 되었고 이들 중에는 지하활동을 벌
이다가 입산까지 한 후 유격대원이 된 자들이 많았다.
이처럼 남한이 좌우익 갈등 속에 있을 때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 계
열의 공산주의자들은 농민들을 설득하다가 이것이 여의치 않자 전단을
뿌리고 식량을 약탈하고 심지어는 살상을 저지르기도 했다.
해방 후 빨치산이 일으킨 사건과 또 이들을 토벌하기 위해 나섰던 군경
활동은 울산광역시사에 잘 나타나 있다.22)이들을 연대별로 정리하면 1946
년 2월에는 울산경찰서가 좌익 ‘해방돌격대’ 13명을 체포했고, 3월에는 대
한독립촉성회청년연맹 방어진지부가 서생에 지부를 설치하다가 좌익청
년들에게 피습당해 신익조가 살해되었다. 또 이 무렵 범서면에서는 좌익

22)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사 (자료편)』, (경남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12), 612~6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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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는 울산건국청년단이 좌익을 공격했고, 방어진에서는 좌우익 청
년들의 충돌이 있었다. 8월 17일에는 온양면 남창에서 대한독립촉성회 회
여 명의 군중이 범서 지서를 습격했다. 14일에는 서생면에서 500여 명의
군중이 면사무소를 습격했고, 11월 3일에는 온산면에서 대한독립촉성회
청년연맹 온산지부 청년들이 좌익 농민조합회원을 체포하기 위해 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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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과 서생면 농민조합원들이 충돌했고, 10월 11일에는 범서면에서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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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찰이 충돌했다.

수색을 벌였다.
1947년에도 좌우익 투쟁은 계속되어 3월에는 좌익이 서북청년단 방어
진 지부를 습격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
년에는 오히려 좌우익투쟁이 더욱 심화되어 3월 12일에는 좌익 300여 명
이 울산경찰서를 습격했고 철도파괴도 이어졌다. 이 사건 5일 후인 17일
에도 숫자를 알 수 없는 좌익이 울산경찰서를 습격했고, 4월 26일에는 두
서면에서 좌익이 지서를 습격했다. 5월 13일에는 상북면에서 좌익 3명이
면사무소를 습격해 공무원을 살해했다. 7월 13일에는 무장 괴한 15명이
경찰관 3명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26일에는 좌익이 울산경찰서를
습격하는 사건도 생겼다.
1949년에도 좌익 준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1월 19일 서생에서 폭도 5
명이 지서를 습격했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괴한 2명이 언양 면장을 저격했
다. 또 4월 7일에는 울산경찰이 상월평리 뒷산에서 인민유격 중대장 외 2
명을 사살했고, 5월 10일에는 상북면 산전리 유격대원 20여 명이 우익 민
보 단원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6월 6일에는 울산경찰서가 방
어진 동부리 뒷산 토벌에 나서 유격대장 박영순 외 4명을 사살했고, 26일
에는 온양면 뒷산에서 남로당 울산군책 감창률을 사살했다. 또 7월 13일
에도 경찰이 온양면 뒷산에서 유격대원 1명을 사살했고, 11월 1일에는 보
병 23연대 언양전투지구가 신불산에서 무장유격대원 4명을 사살하고 9명
을 생포했다. 이어 11월 17일에는 군경합동으로 동대산 빨치산 소탕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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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였고, 24일에는 356부대가 천황산에서 빨치산 15명을 사살하고 1명을
생포했다.
1950년에는 군경이 울산 인근에 산재해 있던 빨치산에 대해 대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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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벌을 벌이게 되는데 2월 3일에는 356부대가 울산·양산·밀양 등 산악지
대에서 공비들에게 타격을 가했고, 4월 3일에도 356부대 2개 대대가 빨치
산 잔여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12월에는 두서면 아미산에
거점을 둔 좌익 무장유격대 홍길동 부대가 두서와 두동 등 인근 지역 주
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자주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소탕 작전을 전개했다.
1951년 12월에는 신불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펼쳤는데 이 작전에
는 미 공군의 지원 속에 수도사단까지 동원되었다.
1952년에도 빨치산의 습격은 지속되어 1월 12일에는 두서면 선필리에
서 의용경찰을 습격했고 2월 2일에는 반대로 토벌대가 대운산 유격대 토
벌에 나서 온양면 덕동에서 빨치산 김용구를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
어 6월 4일에는 홍길동 부대가 두서면 전읍리에서 의용경찰 1명을 납치해
감에 따라 10일에는 두서면 전읍리에서 군경이 아미산 빨치산 소탕에 들
어갔다.
1953년은 휴전협정을 앞둔 시점으로 북한이 휴전협정에서 유리한 고지
를 점령하기 위해 남한 후방의 빨치산 준동이 더욱 기승을 부렸고 이에 따
라 군경의 소탕전도 자주 일어났다.
6월 14일에는 아미산 홍길동 부대가 전읍부락을 지키고 있던 의용경찰
7명을 납치한 후 다시 선필·전읍·이전 부락의 의용경찰관 막사를 습격해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혔다. 그러나 이해 10월 경찰이 경주시 내남면에서
홍길동을 사살함으로써 이후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인 빨치산 활동이 있
었지만 오랫동안 울산에서 준동했던 빨치산 활동이 사실상 종언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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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울주군
해방 전후 울산에는 ‘일 서생, 이 범서, 삼 두동’24)이라는 말이 있었다. 이
것은 울산에서 빨치산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서생이고 다음
이 범서, 그 다음이 두동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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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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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전후 울산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지역별로 보면 아래와 같다. 23)

1946년 대구에서 ‘10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울산에서 가장 먼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던 곳이 범서면이었고 이후 이런 기세가 방어
진과 서생 그리고 언양으로 옮겨갔다.
범서에는 산에서 직접 빨치산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로당 거물이
었던 이관술과 해방 후 인민위원회 하부조직이었던 농민조합 울산군 위
원장을 지냈던 안효식이 있었다. 안 씨는 일제강점기 서울의전 졸업 후 울
산 도심이었던 성남동에서 울산의원을 운영하면서 도 평의원으로 활동하
기도 했다. 안 씨는 일제강점기 인술로 울산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도
평의원으로 울산의 교육 발전을 위한 도정 질의를 자주 하는 등 울산인의
권익에 앞장섰지만 해방 후 좌익운동을 한 것이 밝혀져 언양 지서 출두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25)
이외에도 범서 출신 좌익운동가로는 서장룡과 김효식이 있다. 서장룡
은 사일 출신으로 일제강점기 명치대학 졸업 후 고향으로 돌아와 처음에
는 농지 무상 분배를 외치면서 농민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두서면 아미산
에 입산한 후 유격대장이 되었다. 이후 부하들을 거느리고 범서까지 와 범
서면 사무소를 불 지르기도 했던 그는 1948년 두서면 내와리 중점 마을에
서 보급 투쟁을 벌이던 중 경찰과 교전하다 사살되었다. 김정근 역시 범서
23) 울주군은 해방 후 지금까지 언양, 범서, 온산, 삼남 등 면에서 읍으로 승격한 행정구역이 많지만 이 글에
서는 빨치산이 활동했던 당시 행정구역 이름을 썼다.
24) 장성운. 『인물기행 문화기행』, (울산매일신문사. 1995), 33쪽
25) 장성운, 『그때 울산사람들』, (대성문화인쇄사, 2015),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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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으로 서장룡이 두서면 내와리에서 피살된 후 아미산 부대의 유격대
장직을 맡아 서장룡 사살에 대한 보복으로 내와리 이장을 살해 해 한 때는
군경의 표적이 되었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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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리마을 출신의 김효식 역시 범서를 대표하는 좌익운동가였다.26) 해방
후 농민운동이 한창 일어날 무렵 울산농고 학생회장으로 있었던 그는 농
지 무상분배를 외치면서 학생들을 선동했고 때로는 학생들과 함께 죽창
을 들고 지주 집을 찾아가 논밭을 소작인들에게 무상으로 돌려주라면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졸업 후 월북했던 그는 북한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
은 후 남으로 내려와 대구에서 간첩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오랫
동안 옥살이를 했다.
이외에도 범서에는 인근 국수봉과 연화산에 빨치산들이 많이 주둔해
빨치산과 군경의 교전이 잦았고 그만큼 면민들의 피해가 컸다. 범서에서
빨치산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당시 천석꾼 재산을 가졌던 김홍수
였다. 김 씨는 일제강점기 두동·두서 등 인근 지역에 논이 많아 부자 소리
를 들었다. 이러다 보니 국수봉과 연화산을 중심으로 준동했던 빨치산들
이 김 씨 집을 가만 둘리가 없었다. 김 씨의 집이 있었던 구영리는 지금은
인구 급증으로 신도시가 되었지만 김 씨가 이 마을에 살 때만 해도 울산의
오지로 빨치산들이 밤낮없이 마을에 드나들었다.
이러다 보니 해방 후 김 씨의 가족들이 모두 부산으로 피난 갔다. 당시
후손들은 부산의 서면 일대에 많은 땅을 샀는데 서면이 교통요지가 되면
서 땅값이 올라 지금도 후손들이 부자로 살고 있다.
-온산면
온산지역에는 한때 대운산에 거점을 둔 빨치산들이 거남·덕동·신밤까
지 내러 와 설쳤지만 주위에 빨치산들이 주둔했던 큰 산이 없어 주민들이

26) 장성운, 『인물기행 문화기행』, (울산매일신문사, 1995),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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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 주민들은 대운산과 달음산 빨치산들과 연계된 좌익들이 떼를 지어
우봉·당월·이전리로 몰려다니면서 그들의 세력에 합세하지 않는다고 죽
선 것도 이때 빨치산들로부터 세뇌되었던 좌익들이 온산면 일대를 돌아
다니면서 양민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온산에는 빨치산 관련 슬픈 얘기가 전해오고 있다. 당월 출신의 김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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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으로 청년들을 찔러 죽이는 일이 발생했다. 온산지서가 당월리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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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빨치산으로부터 직접 피해는 없었지만 한동안

(金仁錫)은 어릴 때 3·1운동에 참여했다. 그런데 김 씨의 조카, 즉 형 김인
수(金仁秀) 아들이 해방 후 공산주의자가 되어 주민들을 괴롭혔다.
그런데 6·25 후 경찰이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색출이 시작되자 김 씨 조
카가 장생포에 있던 누나 집으로 피신했다. 이를 안 부친 김인수가 “애국
자 집안에서 용공 활동을 한 아들을 용서할 수 없다”면서 울산경찰서장과
함께 장생포 딸집으로 가 이 집에 숨어 있던 아들을 찾아내어 경찰에 넘겼
는데 나중에 처형되고 말았다.27)
-언양면
신불산과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언양면은 그만큼 피해가 컸다. 빨치산
들은 시도 때도 없이 언양으로 내러 와 선무공작을 벌이는 한편 식량과 의
류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소와 개 등 가축들까지도 약탈해 갔다. 이 과정에
서 무고한 양민들이 부역자로 몰려 피해를 입었고 이들 중 일부는 군경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불산으로 들어가 빨치산이 되기도 했다. 빨치산들의
습격이 이처럼 잦자 남부리 김상호 집에는 빨치산 습격해 대비해 의용경
찰이 상주하면서 마을을 지켰다.
언양읍에 빨치산이 많았던 요인 중 하나가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이 활

27) 온산읍. 『온산읍지』, (연문인쇄출판사, 2002). 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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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했기 때문이다. 농민운동의 대표적인 인물이 신학업28)과 안효식이다.
이들 둘은 모두 일제강점기 농민운동을 열심히 벌였지만 해방 후 신 씨는
행방불명 되었고 안 씨는 1948년 공산주의 활동을 벌이다가 언양 지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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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해방 후에도 언
양에는 타 지역에 비해 농민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 중 일부는
좌익인사로 분류되어 미군의 탄압을 받던 중 입산했다.
언양읍에는 신불산 빨치산 토벌을 위한 국군과 미군이 주둔했기 때문
에 그만큼 교전도 잦았다. 언양읍에 국군이 처음 들어온 때가 6·25가 일어
난 한 달 후다. 이 때 제3사단 23연대와 제5연대가 옛 언양초등학교(언양
읍성 내)와 화장산 그리고 동부리(구 조선견직회사 터)에 주둔하면서 북
의 침공에 대비했다. 이 무렵 안강전투가 위험해지자 미 육군 공수부대들
도 언양에 들어와 옛 언양중학교(현 울산자연과학고등학교 동쪽 교사 터)
와 언양초등학교에 잠시 머물렀다. 이때 미군은 감내 개울에 작은 비행장
을 개설해 정찰기와 헬기가 이곳에 내리기도 했다. 이중 신불산 공비토벌
에 나선 부대가 23연대였다.
언양읍에서 빨치산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상북면이 가까운 송대리와
또 두서면이 가까운 태기리였다. 해방 후 언양면 인민위원장 박형욱은 남
부리에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입산 후 유격대로 마을로 내려왔다가 체포
된 후 오랫동안 옥중생활을 했고 옥중생활을 마친 후에는 부산에서 살다
가 타계했다.29)
태기리 출신의 허필조는 16살에 이미 빨치산이 되었고 이 마을의 신석
구도 10대에 빨치산이 되어 대곡으로 들어갔다. 이중 송대의 허원수와 함
께 태기 마을의 김해허씨들은 허필조가 입산한 후 언양 지서에 불려가 여
28) 언양읍 서부 출신으로 1921년 동경 일진영어학교에 입학한 후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 귀국. 1931년 조
선공산당 재건 경남적색농민조합건설 동구위원회에 가맹한 후 소작료 4할 제 실시, 지세 지주 부담 등
농민운동을 벌였다. 김기오, 김원룡과 함께 언양청년회 핵심인물이기도 했던 그는 일제강점기 노동자와
농민 계몽을 위한 순회강연을 울산에서 벌이기도 했는데 해방 후 행방불명 되었다.
29) 울산대학교, 『울산청년운동과 김진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7).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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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였다. 송대리에는 빨치산들의 출몰이 잦아 6·25전 후 30여 명 이상의 자
치대가 구성되어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빨치산들이 마을 보급을 내러왔
동을 지켜보았던 박창우(81, 부산거주) 씨 얘기를 통해 알 수 있다.
“1951년 1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 사람들이 앞 들판에서 지금까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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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당시 언양 내곡마을에 살면서 직접 빨치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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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번 심문을 받았다. 태기리보다 빨치산들이 더 많았던 곳이 상북쪽 송대

지 못한 청년 두 명이 총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이들이 우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들이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다른 빨치산들을 이미 마을 요지에 배치했던 모양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온 빨치산들은 두 명이었는데 그때 집에는 어른들이 모두 있었습니다. 그
런데 둘이 들어오더니 ‘우리들은 산에서 온 사람들이니 놀라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친이 ‘아 산 손님이 오셨네요’ 합디다. 그때 이들이 나보고는 이불 속으로 들어
가라고 해 그들이 시키는 대로 이불속에 숨었습니다.
이때 내가 빨치산의 행적이 궁금해 이불속에서 보았더니 구형 총을 어깨에 메고 신발은
흰 고무신에 천을 칭칭 감아 벗겨지지 않도록 해 신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있는 쌀을 모두 가져오라고 해 부친이 반 가마니 정도의 쌀을 주었더니 고맙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 마을에 배치되었던 빨치산이 모두 마을 앞에서 모이더니 쌀을 가져
갈 청년들을 구해야겠다면서 안골의 최익조 등 4명에게 짐을 지워 데리고 갔습니다. 이
때 허남준도 함께 갔는데 허 씨는 당시 제대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청년이었습니
다. 이들은 빨치산들의 위협에 못 이겨 쌀을 등에 지고 신불산까지 올라갔습니다. 신불
산에 도착했더니 다른 빨치산이 나타나 이들에게 ‘산에서 말을 잘 듣고 있으면 공부도
시켜주고 장가도 보내어준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실제로 당시 이들이 신불산에 도착했
을 때는 처녀 빨치산도 몇 명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산
생활을 익히고 있었는데 이때 사령관도 만나보자고 해 사령부에서 1km 떨어진 산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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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 남도부를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령관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마을에서 몰
고 간 소를 잡아 걸어 놓은 창고로 가 쇠고기까지 함께 구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렵 토벌대들이 대거 습격하는 바람에 빨치산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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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더욱이 미군이 공중폭격까지 하다 보니 빨치산이 마을 청년들을 감시할 형편이 못되
어 4명이 이때 도망을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산에서 내려온 후 당시 삼남면에 있었던 군 수사기관에 가 이틀 정도 조사를 받
고 온 후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순경들이 얼마나 근무를 태만하게 했나 하는 것은 언양 지서에 있었던 순경
의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는 빨치산이 마을에 나타나면 즉시 지서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빨치산이 마을에 나
타났을 때 내곡 마을 인동댁이 한 시간이 넘어 걸리는 언양 지서까지 뛰어가 ‘송대에 빨
치산이 나타났다’고 신고했는데도 순경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서에서 한 시간
이상 머뭇거리다가 현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있는 밤밭 마을에 와서는 신불산 쪽을 향
해 총을 여러 번 쏘고는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 빨치산은 4명의 마을 청년들과
함께 신불산 언저리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박 씨 얘기는 계속된다. 박 씨에 따르면 당시 언양에서는 빨치산을 어렵
잖게 볼 수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제가 학교(언양초등학교) 내 북쪽 창고 쪽으로 갔는데 그곳에 남녀 빨치산이 엮
이듯이 앉아 있었는데 언뜻 보아도 고문을 얼마나 당했던지 얼굴에 멍이 많았습니다.
창고 앞에서 총을 메고 있던 한 청년은 이들이 곧 총살을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3일 후 학교에 가보니 그들이 처형을 당하기 위해 들판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런데 내가 그때 보니 들판까지 끌려간 여자 빨치산이 총살을 당하기 직전 순경을 보면
서 ‘오빠 나는 아무 죄가 없으니 살려주세요’ 하면서 울부짖었지만 총살을 피하지 못하
고 죽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국군은 빨치산을 재판도 없이 많이 총살했는데 그곳이 언양
중학교 북쪽 산기슭에 있던 ‘살도배기’라는 곳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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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운산을 끼고 있는 온양면에는 빨치산들이 타 지역에 비해 많았고 이
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도 컸다. 대운산에는 북한군 중위 칭호를 받은 김용
설을 파괴하고 양민들을 괴롭혔다.
1949년 2월 말에는 대운산에 주둔하고 있던 빨치산 10여 명이 마을로
내려와 김소수를 피격해 부상을 입혔고 1950년 8월 13일에는 김상규 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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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80여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양·온산·청량을 드나들면서 공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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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면

명을 피납해 갔다. 도통곡·하늘등 토벌작전에서는 의용경찰관 2명이 빨치
산에 의해 피살당했고 1951년에는 백골부대가 공비소탕에 나서 도통곡에
잠복해 있던 공비 1명을 사살하고 도망치는 처녀 공비 1명을 생포했다.
1951년 4월 6일에는 대운산 공비소탕을 위해 경찰 병력 50여 명이 투입
되었지만 오히려 도통곡 제2대피소에서 잠복 중인 경찰 5명이 빨치산에
의해 피살당했다. 이 때문에 몇 일 뒤 경찰 300여 명이 대운산 중심으로
대대적인 빨치산 소탕에 들어갔지만 대운산 제2봉에서 경찰 2명만 희생
당하고 말았다. 당시 대운산 소탕 작전은 1951년 신불산 작전과 함께 울
산에서도 가장 컸던 소탕전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에도 공비소탕은 계속되어 1952년 음력 1월에도 경찰이 대운산에
대대적인 소탕전을 전개했다. 이때는 대운산에서 가까운 상달과 양달 그
리고 내광 마을 주민들이 살림살이를 모두 들고 남창과 대안·동상 그리고
중광마을로 이사해 1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소탕전이 완전히 끝난 후에야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
대운산을 무대로 빨치산 지도자로 활동했던 김용구가 사살된 곳도 온
양읍이었다. 김용구는 1952년 2월 2일 온양읍 덕동 마을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발견되어 사살되었다.
-서생면
서생면은 ‘일 서생’이라고 해 해방 전후 울산에서 빨치산들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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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동했던 마을이다. 서생에서 빨치산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활동한 것
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많아 이들과 마찰이 잦았기 때문이다.30)
방어진과 마찬가지로 서생에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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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이 발달했다. 이 중에서도 신암 마을의 수곡상사(水谷商事)는 신암에
서 정치망 등 수산업을 크게 해 수산물을 부산까지 내다 팔았다. 이러다
보니 일인들로부터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한인어업조합이 만들어졌고 이
들이 대동단결해 일인들과 싸웠다. 이때 앞장섰던 인물이 이미동이었다.
이 씨는 고교 시절 이미 항일운동을 벌여 경찰에 여러 번 구속되었는데 고
교 졸업 후인 1930년에는 대송동농업조합원으로 일하면서 농어민의 권
익에 앞장서다 조합원 5명과 함께 예심에 회부되어 2년 넘게 옥살이를 했
다. 그런데 이처럼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벌였던 이 씨는 해방 후 서생면
의 좌익 면책이 되어 우익들과 여러 번 마찰을 빚었다. 이 무렵 서생에는
이 씨를 지지하는 좌익 인사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경찰의 탄압을 받으면
서 입산했다.
서생에 빨치산들이 많았던 요인으로 지형을 들 수 있다. 서생에서 가까
운 대운산은 해방 전 후 신불산·아미산과 함께 울산에서는 가장 빨치산 활
동이 활발했다. 서생에서는 좌익 활동이 울산의 타 지역에 비해 일찍 나타
났다.
1946년 3월 우익단체인 대한독립촉성연맹 방어진 지부가 서생에 지부
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좌익청년들이 대거 지부 설치를 반대했고 이 과정
에서 신익조가 피살되었다. 10월 14일에는 500여 명의 좌익 인사들이 서
생면사무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또 1949년 1월 19일에는 대운산 빨치산
들이 서생 지서를 습격한 후 불을 질렀는데 당시 서생면에 공산주의자들
이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은 나사리 250여 가구 중 10여 가구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빨치산과 내통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30) 1917년 울산군이 발행한 『울산안내』를 보면 1916년 울주군의 다른 면에는 일본인이 10~2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반해 서생면에는 70여 명이 살고 있다. 이 숫자는 온산 42명, 언양 46명보다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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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남편은 죽고 부인 혼자 불 속을 헤치고 족보를 들
고나왔다. 그런데 나와 보니 전체 6권 족보 중 한 권을 가지고 나오지 못
이씨 재실인 홍문재가 보관했다.
-웅촌면

울산의 빨치산 활동

하고 5권만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귀중한 문중 책자가 되어 나중에 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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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나사리에는 경주이씨 종가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빨치산이 집

대운산 아래 있었던 웅촌면에서도 빨치산과 양민들의 교전이 잦았고
이에 따른 희생자들이 많았다. 빨치산은 웅촌 지서를 자주 습격해 방화를
일삼았는데 이 때문에 웅촌 지서는 지서 주위에 돌을 쌓아 놓고 빨치산의
습격을 막아야 했다. 빨치산 습격을 알리기 위해 높이 쌓은 망대에는 사이
렌도 설치해 빨치산이 나타나면 주민들에게 알렸다.31)
웅촌에서 빨치산 침투를 저지하기 위해 의용경찰이 조직된 때가 6·25전
이다. 의용경찰이 처음 조직될 때는 숫자가 6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빨치산의 침투가 늘어나면서 마을별로 초소를 두고 이들 초소에 의용경
찰이 머물면서 빨치산 침투를 지서에 알리도록 했다. 당시 초소가 설치되
었던 마을로는 대복‧석천·상대·덕현·서리·은하·반계가 있는데 이중 빨치
산 출몰이 가장 잦았던 대복에는 2개 초소가 있었고 타 지역에는 1개의 초
소가 설치되었다.
의용경찰들에게는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구구식 카빈소총이 지급되었
지만 마을을 지키는 자치대원들에게는 죽창이 주 무기로 자치대원들은
총을 든 빨치산이 나타나면 싸우기보다는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
웅촌에서는 차량 방화사건, 덕현파견대 수류탄 사건, 은하파견대 사건,
와지사건, 초천사건 등 각종 사건이 자주 발생했다. 차량 방화사건은 대복
고개에서 일어났다. 해방 후 울산에서 부산으로 가고 오는 버스는 반드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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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복 고개를 지나게 되어 있는데 빨치산들이 자주 지나가는 버스를 세운
후 승객들이 갖고 있던 의복과 신발 등 소지품을 빼앗았다. 빨치산은 승객
들의 소지품만 뺏은 것이 아니고 때로는 차를 불태우는 바람에 승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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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서 울산까지 가야 할 때도 있었다.
덕현파견대 수류탄 사건은 덕현 마을의 임용출 집에서 발생했다. 임 씨
집에는 빨치산 침투에 대비해 자치대 파견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이를 안
빨치산 4~5명이 초 여름밤 파견대를 습격해 수류탄을 던졌다. 이때 수류
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집이 파손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와지사건32)은 정순모 등 웅촌면 직원 2명이 빨치산에 의해 사살되었던
사건이다. 1951년 5월 정순모를 포함한 웅촌면 직원 2명이 징집영장을 와
지 파견대에 전해주기 위해 가다가 빨치산을 만나 살해되었다. 이때 와지
파견대에는 박갑용과 박정희 등 4명의 의용경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들이 마을에 빨치산이 나타나 면 직원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아래로 내려가 교전을 벌였으나 이때 이미 정순모는 죽었고 다른 한명은
행방불명이 된 상태였다. 그런데 이날 밤 행방을 알 수 없었던 한명의 면
직원은 다음날 마을 뒤 능선에 두 손이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 사망한 두
명의 면직원은 다음날 웅촌초등학교에서 면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웅촌에서 민간인으로 빨치산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인물이 이재락
이었다. 남창 3·1운동을 주도했던 이 씨는 만석꾼으로 일제강점기 사돈인
심산 김창숙을 도와 군자금 모금에 앞장서다 옥살이를 하는 등 일제의 탄
압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독립운동에 앞장섰다. 그러나 6·25가 터지자 빨
치산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집으로 몰려와 쌀을 훔쳐 가고 소를 몰고 가면서
협박하는 바람에 부산으로 몸을 피했다가 휴전협정이 된 후에야 고향인
석계 마을로 돌아왔다.33)

32) 웅촌면, 『웅촌면지』. (동방기획 2002). 132쪽
33) 장성운, 『그때울산사람들』, (대성문화인쇄사, 2015),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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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면 역시 서생·범서와 함께 울산에서 빨치산들이 가장 많이 준동했
던 읍면의 하나였다. 두동면 봉계리 출신의 고원우는 비록 산속에 들어가
대표하는 공산주의자로 당시 울산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젊은 시절 중국 상해로 들어가 상해에서 대학 졸업 후 청년단체에서 항
일운동을 벌였던 그는 해방과 함께 국내로 들어온 후 농민 활동을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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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으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이관술·안효식과 함께 해방 후 울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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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면

했다. 한때는 영덕까지 가 이 지역 농어민들을 위해 활동했던 그는 이런
좌익 활동으로 여러 번 미군의 취조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미군은 일어와
중국어는 물론이고 러시아어까지 유창했던 그를 전환시켜 좌익인사들의
조직을 알아내는 데 이용하려고 했지만 그가 완강히 거절하는 바람에 실
패했다. 이 때문에 미군은 고 씨를 체포하려고 했는데 이를 눈치채고 월북
하고 말았다.
고 씨 외에도 국수봉과 연화산이 있는 두동 일대에는 빨치산들의 준동
이 잦았고 이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컸는데 이를 사건별로 보면 다음과 같
다.34) 1948년 3월 13일에는 중산리 허지기 마을에 살았던 황 씨 일가가 습
격을 받았고, 1949년에는 두동 지서와 가까운 구미리 주원 마을에 나타나
마을 유지였던 최사용을 돌멩이로 찍어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 이해 11월에는 하월평 황선운 집을 불 질렀는데 이 때 화재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황백익에게 총을 쏴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황선운은 언양
3·1운동을 주도했고 해방 후에는 교육사업에 전념했다. 이어 12월에는 대
현 마을 청년단장 박종오를 납치한 후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몽둥이로 처참하게 죽였다.
1950년에는 두동 지서와 불과 100m 거리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은편리
의경 박연서와 중산리 마을의 정성화가 경비를 서다가 살해되었고 이후

34) 두동면, 『두동면지』, (대성문화인쇄사, 2001),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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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 지서와 두동면 청사가 이들의 습격을 받기도 했다. 6·25가 일어난 3
개월 뒤인 9월에는 신기마을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장삼용이 살해되었고
이후 4개월 뒤인 1951년 1월에는 율림 마을을 습격해 진용수를 피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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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지 마을 김진홍은 집이 넓어 의용경찰이 상주하면서 마을을 지켰다.
그러자 이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빨치산들이 1952년 6월 이 집을 습격해
경찰 3명과 김 씨의 아들 3명을 사살했다. 이 사건으로 중상을 입었던 마
을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 5명의 순직자는 면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천전리 방리마을 피습사건 역시 빨치산의 만행을 잘 보여주었다. 방리
마을은 두동 지서에서 먼 거리가 되어 사실상 치안 확보가 어려운 지역이
었다. 그런데 이를 노린 빨치산이 1950년 11월 7일 이 마을을 습격했다.
이 마을에는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최영근 일가가 살고 있었다. 빨치산
은 최 씨 집을 털어 필요한 자금을 챙기려 했다. 이 사건으로 당시 최의출
마을 이장이 빨치산이 쏜 총을 맞아 숨졌고 그의 처 김순자도 함께 사망했
다. 빨치산은 이런 만행을 저지른 후 산으로 들어가면서 최 씨 집 마당에
쌓아놓은 볏가리에 불을 질러 많은 곡식을 태우기도 했다.
6·25 이후에도 만행이 지속되어 한 때 울산군은 두동 지서에서 먼 거리
에 살고 있었던 은편리·만화리·이전리·천전리 사람들에게는 지서에서 가
까운 구미리 인근 마을로 옮겨 와 살도록 했다. 두동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이 월평교회 습격이다. 월평교회 우재만 집사는 의용경찰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는 바람에 빨치산 표적이 되었다. 자신이 빨치산 표적이 된
것을 알았던 우 집사는 잠을 집에서 자지 않고 인근 밭에서 밤을 새우고
낮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자곤 했다. 그런데 1950년 2월 25일 우 집사가
몸이 불편해 집에서 잠을 자는 사이 이를 안 빨치산이 집으로 들어와 개
머리판으로 우 집사를 때린 후 밧줄로 묶어 잡아갔다. 이때 부인 최 권사
가 남편이 묶이는 것을 보고 풀어달라고 요청하자 그들은 오히려 최 권사
의 귀를 때려 이후 최 권사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고생했다. 그들은 우 집
사를 마을에서 가까운 저수지에 세운 후 인민재판 후 죽였다. 그리고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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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빨치산들은 우 집사의 동생 성만을 죽였고 1950년 6월에는 월
평교회를 습격해 정두란 집사와 조말복, 조재년 성도를 사살했다. 이에 앞
를 믿는다는 이유로 살해했다.
-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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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48년 4월에는 월평교회에서 조사로 일하고 있던 우두봉을 단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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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를 화장한 후 다시 집으로 와 불까지 질렀다.

두서면은 홍길동 부대가 주둔했던 아미산의 중심부가 되어 인근 주민
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홍길동 부대는 신불산 남도부 부대가 섬멸된 뒤에
도 울산 전역에서 소부대 활동을 지속하면서 양민들을 괴롭혔다. 두서면
의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내와리 사건과 열박고개 사건 그리고 선필마을
사건과 전읍리 사건이 있는데 이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35)
•내와리 사건
범서지서 침공 후 한동안 소식이 없었던 서장룡이 유격대장이 되어 두
서면 내와리 중점 마을에 나타난 것이 1948년 봄이었다. 이 때 서장룡은
자신들이 숨어 있던 아지트의 식량이 떨어져 한영출과 함께 양식을 얻기
위해 중점 마을로 내려오다가 의용경찰과 교전을 벌여 한영출은 즉사했
고 서장룡은 다리에 총상을 입어 산속으로 숨어들었지만 얼마 뒤 숨졌다.
내와리 사건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장룡이 피살된 후 서장룡 후
임으로 유격대장이 되었던 김정근은 내와리 사건 얼마 후 마을로 내려와
서장룡의 죽음에 대한 보복으로 김종문 등 내와 마을 이장 2명을 살해했
다. 김정근 일당이 마을 이장을 살해한 것은 얼마 전 서장룡이 내와 마을
에 침투했을 때 이들이 경찰에 알린 것을 보복하기 위해서였다.

35) 두서면, 『두서면지』. (대성문화인쇄사. 2001), 109~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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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박고개 사건
1948년 10월 27일 봉계에서 언양으로 가던 버스를 습격한 후 총을 난사
해 버스에 타고 있던 두동면 남명리의 강윤태와 두서면 서하리의 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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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김정철을 살해한 사건이다. 이들 외에도 이 사건으로 두서면 활천리의
최윤일과 북안리 양동댁이 크게 부상을 입었고 버스도 파손된 채 길에 오
랫동안 버려져 봉계와 언양을 오가는 차량들이 통행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은 당시 농업은행 직원들이 봉계에서 추곡수매를 마친 후 잔금을 갖고 인
보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일어났다. 빨치산은 버스 타이어를 펑크 내고 버
스가 정차하자 승객들의 손을 보고 손이 거칠지 않은 사람은 반동분자라
면서 사살했다.
이 사건 후 울산경찰서는 열박재 도로변에 있던 나무들을 모두 벌채해
빨치산이 접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장소에는 현재 주유소와 음식점이
자리 잡고 있다. 이후 울산경찰서는 열박재 인근에 빨치산들이 자주 출몰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로 인근에 초소를 만들고 경비를 강화했다.
•선필 마을 사건
1951년 12월 홍길동 부대가 이끄는 빨치산이 중선필 마을을 습격해 마
을에 있던 가축들을 약탈하려고 했다. 이때 최재식 선필 청년회장이 이들
을 발견하고 빨치산이 출현했다는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러나 빨치산은
겁 없이 손무선 선필 이장 집을 포위해 불 질렀는데 이를 안 손 이장이 급
히 집에서 나오다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부친 손득곤 어른도 이때 의용경
찰 2명과 함께 희생당했다. 다음날 울산경찰과 군부대가 선필 마을에 출
동해 마을을 수색했으나 빨치산들이 이미 도주한 뒤였다.
•전읍리 사건
1952년 2월 20일 홍길동 부대가 전읍 마을에 나타나 의용경찰을 습격
했는데 이때 의용경찰 7명이 순직했다. 1953년 6월 10일에도 이들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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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지서 소속 의용경찰이 이들의 거점을 공격했으나 성낙경 순경만 순직
하고 말았다. 이에 울산지방 의용경찰과 군부대가 4일 뒤 아미산을 포위
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사살된 공비는 1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홍길동이 죽은 것은 1953년 10월이다. 이때 경주경찰서 소속 의용경찰
이 경주 내남면에서 빨치산과 전투를 벌여 다수의 공비를 사살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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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하여 거점을 완전히 탈환했다. 당시 아미산에는 200여 명의 공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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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읍 수중내 마을을 습격해 차순우·이만용을 납치한 후 입산함에 따라 두

들 속에 홍길동이 있었고 홍길동의 죽음으로 사실상 울산의 빨치산 활동
도 급격히 줄어들었다.
-상북면
지리적으로 신불산과 가까이 있었던 상북면은 빨치산의 피해가 가장
컸다. 상북 출신으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인물로는 이수복과 강인
수가 있는데 지내리 출신의 유석진은 울산농고 졸업 후 입산해 빨치산이
되기도 했다.
1948년 6월에는 신불산 유격대가 상북면사무소를 습격해 공무원 3명을
살해한 데 이어 한 달 뒤인 7월에도 상북 지서를 습격해 순경들이 부상을
입었다. 이 해에는 또 도동에서 민간인 3명을 피살한 데 이어 양등마을에
나타나 소 14마리를 포함 식량과 의복을 약탈해 가기도 했다. 1949년 5월
에는 산전리에서 우익 인사 3명이 살해되었다.
이처럼 상북면 일대에서 빨치산 활동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울
산경찰서는 빨치산 토벌을 위해 이천 마을 주민들을 소개했다. 이때 이천
주민들이 소개된 곳이 양등 마을로 이들은 6·25가 끝날 무렵에야 다시 이
천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은 부산일보가 1950년 3월 16일 자에 잘 보도하고 있다. ‘울산
통행금지 시간 연장’이라는 제목 속에 부산일보는 “울산경찰서가 빨치산
준동을 막기 위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상북 일대에 민간인
99

Chapter 02

통행금지를 발표한 데 이어 울산 읍내에서도 이 시간 통행을 금한다면서
만약 이를 위반하는 자는 폭도와 동일하게 보고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라
고 경고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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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면
지리적으로 신불산과 가까운 삼남면에서도 빨치산들이 많이 설쳤고 이
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삼남면에서는 1948년 6월에 이미 빨치산
이 대한청년연맹 삼남 지부를 습격해 간부를 사살하고 1949년 6월 20일에
는 면사무소를 불 지르기도 했다.
1953년 4월에는 빨치산 한 명이 가천 큰골에서 가재를 잡고 있는 허차
관(15)과 김난이(15)에게 담배를 사 달라고 부탁해 둘이 담배를 사러 간다
면서 마을로 내려와 의용경찰에게 신고해 의용경찰이 이들을 추격해 속
칭 ‘곽씨 묘’ 근처에서 사살했다.
이때 빨치산은 소련제 권총을 차고 있었고 소지품 중에는 불온문서와
신분증이 발견되었다. 신분증에는 ‘제4지구당 정치위원장 이광섭. 평안
북도’라는 글귀가 있어 그가 북한에서 신불산까지 왔음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 가천마을 사람들은 빨치산들의 보복이 두려워 오
랫동안 이웃 마을로 피난을 갔다가 1953년 말 빨치산 소탕 작전이 끝난 후
에야 다시 마을로 돌아갔다.36)
-농소면
지리적으로 무룡산과 가까이 있었던 농소면에도 빨치산들이 자주 출몰
해 인명을 살해하고 공공시설을 파괴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농소면에는 가대리 아지트와 삼태봉 아지트가 있어 이들 아지트에 주
둔했던 빨치산이 두동면 치술령 아지트·강동면 동대산 아지트와 긴밀한

36) 삼남면, 『삼남면지』. (대성문화인쇄사. 2002), 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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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끊어 열흘 정도 외부와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다.37) 6·25 직후 농소
에는 미군들이 많이 주둔했다. 특히 중산·신천·매곡·이화마을 일대는 미
을 지원했다. 그러자 신불산 남도부 부대는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
대의 전력을 약화시키고 강동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선무공작을 벌이려는
목적으로 무룡산에 남도부부대 유격대 지소를 설치해 놓고 활발한 활동

울산의 빨치산 활동

군 기갑부대가 주둔하면서 당시 안강전투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던 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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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속에 움직였다. 한때는 빨치산들이 농소2동 이화마을과 약수마을 전

을 벌였다. 신불산에서 유격대원으로 있었던 구연철이 무룡산으로 간 것
이 이 무렵이다.
빨치산들에 의해 살해된 사람들도 농소에는 많았다. 일제강점기 농소
면 양정계에 근무했던 김채석은 양정계장으로 있으면서 당시 조선총독부
가 소 생육을 장려하자 이를 농민들에게 지시해 미움을 샀다. 해방이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던 마을 주민들이 빨치산이 되어 김 씨를 ‘친일파’라면서
살해했다. 조선총독부는 일제 말 농민들이 소죽을 끓이기 위해 야산의 나
무를 베어가자 이를 금하기 위해 소 생육을 장려했다.
당시 이화마을에서 살았던 송장촌 반공청년단장도 이 무렵 빨치산에
의해 살해되었다. 1950년 3월에는 무룡산 빨치산들이 호계역을 불태우기
도 했다. 해방 후 농소에서 가장 활발히 빨치산 활동을 벌였던 인물이 이
화마을 출신의 곽의달이었다. 농소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던 그는 일
제강점기 경방단소속으로 활동했고 야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쳤는데 서체
가 뛰어나 주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아지트를 삼태봉에 두고 미군 부
대를 습격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곽의달은 특히 농소면 일부가 외
부와 통신이 두절되어 치안부재의 해방구가 되었을 때는 종횡무진 활동
했다.
연암 저수지 위 탄광골에도 빨치산들이 자주 출몰하는 바람에 당시 탄

37) 중산리 김수호(85) 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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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을 운영했던 정영택(鄭永澤)이 피해를 입었다. 탄광골은 연암저수지에
서 어물동으로 넘어가는 골짜기에 있었는데 정 씨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과 탄광을 함께 운영하다가 일본인들이 돌아간 후 탄광을 혼자 맡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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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은 갈탄이 많이 나와 처음에는 경제성이 있었지만 6·25가 일어난 후
빨치산이 아지트로 이용하는 바람에 토벌대가 빨치산을 소탕해 탄광이
폐쇄되기도 했다.38)
-동구
일제강점기 항일운동가들이 많았던 울산 동구는 해방 후 이들 대부분
이 좌익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만큼 빨치산도 많아졌다. 일제강점기 동구
에서 항일운동을 벌였던 인물로는 성세빈·성세륭 형제와 서진문·박두복·
박학규·김경출·김천해가 있다.
보성학교 교사들 중에도 항일운동을 편 인물들이 많았다. 이러다 보니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들 대부분이 해방 후 좌익 활동을
하다가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목숨을 잃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들
어가 빨치산이 되었다. 동구에 좌익 인사들이 얼마나 많았나 하는 것은 보
도연맹에 연루된 인물이 400~500여 명이나 되었다는 데서 알 수 있다.39)
동구에서 빨치산들이 활발하게 활동했던 곳이 동부동 성골이었다. 이
마을에는 30~40여 가구 주민들이 살고 있었지만 높은 산지로 군경의 손길
이 미치지 않아 빨치산들이 활동하기가 좋았다. 아울러 성골은 지형적으
로 정자와 주전 등 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에 있어 다른 지역 빨치산
들과 연락도 용이했다.
동구를 대표하는 빨치산이 장두천이다. 방어진 출신인 장 씨는 1946년
남로당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경찰의 추적을 피해 신불산에 입산한 후 이
곳에서 유격대로 활동하다가 1954년 휴전협정 후 부산에서 체포되어 20
38) 울산북구청, 『울산북구지명사』, (오름기획, 2011), 467쪽
39) 울산동구청, 『울산동구지』, (처용기획, 1999),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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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3월에는 동구 빨치산들이 서북청년단 방어진 지부를 습격해 단
원 1명을 살해하고 양민도 3명이나 피살했다. 빨치산은 이 무렵 방어진지
방어진 지서를 습격할 때는 빨치산이 성골에서 습격 모의 훈련까지 했
다. 이들은 모의 훈련 후 9·9식 총과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대송 골짜기에
집결한 후 12시에 지서를 포위했지만 선발대로 간 빨치산이 지서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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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습격도 시도했지만 우익의 강경한 방어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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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년간 옥살이를 했다.

복병하고 있던 경찰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실패했다.40)
이러다보니 성골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컸다. 성골은 남목 북쪽을 높게
가로막고 있는 ‘새평고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경주이씨 집성촌이었다. 이
마을은 지대는 높으나 분지로 농토가 넓고 냇물이 맑아 부락민의 살림살
이는 넉넉했다.
그런데 해방 후 이곳이 동구 빨치산의 중심지가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밤에는 식량과 가축을 빨치산들에게 수탈당했고 낮에는 경찰이 몰려와
이들을 부역자로 모는 바람에 편안할 날이 없었다. 빨치산들은 성골 주민
들만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남목초등학교에 와 등사판을 훔쳐
간 후 다음날이면 이 등사판으로 만든 전단을 온 마을에 뿌렸다.
실제로 당시 성골 마을 이장이었던 이준우는 빨치산과 경찰의 이런 틈
바구니에서 매일 지서에 불려 다니다가 결국 보도연맹에 연루되어 목숨
을 잃기도 했다. 이외에도 성골에서 가까운 남목 마을 주민들 중에는 빨치
산의 등쌀을 이기지 못해 그들의 보급품이나 마을의 소나 돼지를 산으로
옮겨주다가 나중에 부역자로 몰려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았다. 성골과 함
께 서부동 논골에도 적지 않은 빨치산들이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마을로
내러 와 주민들을 괴롭혔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40) 울산동구청, 『울산동구지』, (처용기획,1999), 2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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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이외에도 삼동면에는 1948년 제헌 선거 때 빨치산들이 선거 방해를 위
해 둔기마을 투표소에 나타났다가 달아났고, 6·25 후에는 보급 투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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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곡리 마을로 내려와 의용경찰과 교전했지만 타 지역 보다 빨치산들의
활동이 많지 않았다. 청량면에서도 간헐적으로 빨치산 준동으로 양민들
이 피해를 보았지만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Ⅴ. 신불산의 빨치산 흔적들
해방 후 울산에서는 신불산과 대운산 그리고 아미산에서 빨치산들이
많이 준동했다. 이들 산 중 지금까지 그들의 활동과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은 신불산뿐이다. 신불산에서는 정부가 수립되었던 1948년부터 1954년
휴전협정까지 6여 년간 300~400여 명의 빨치산들이 활동했다.
빨치산의 숫자도 처음에는 100여 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6·25가 일어날
무렵에는 남도부 부대가 합류해 300여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처럼 빨치산들이 많이 활동하다 보니 신불산은 대운산과 아미산에서 볼
수 없는 당 지도부까지 있었다.
당시 빨치산들은 사령부라는 군사 조직이 있었지만 모든 활동을 당의
지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신불산에는 당
시 전투가 가장 치열했던 갈산고지를 중심으로 빨치산들의 흔적이 곳곳
에 남아 있는데 이들의 역할과 흔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갈산고지
해발 682m 고지로 ‘682 고지’로도 불리는데 평시에는 전망대 역할을 했
다. 남도부는 신불산 유격대를 7개 소대로 나누어 고지마다 두었는데 갈
산고지는 사방이 깎아지른 것처럼 보이는 벼랑으로 이루어져 수비가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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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우 그들의 활동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다. 따라서
남도부는 신불산을 해방구로 만들어 활동하는 동안 이곳을 전망대로 사
남도부 부대가 신불산을 해방구로 만들고 활동할 때는 갈산고지를 중
심으로 사방 20km나 되는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41) 남도부 부대가
신불산에 머무는 동안 사령부와 지구당 본부는 물론이고 심지어 탄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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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서 토벌대의 동태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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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멀리 부산으로 넘어가는 원동재까지 볼 수 있어 군경이 토벌 작전을 벌

와 훈련장까지도 갈산고지 인근에 있었다.
갈산고지에는 토벌대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 당시 빨치산 대원들이
팠던 교통호가 5개 정도 있고 유사시 빨치산들이 자신들의 몸을 숨기고
때로는 산으로 오르는 토벌대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참호가 사방에
흩어져 있다.
교통호와 참호는 특별히 구분
하지 않고 토벌대의 내습을 막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다. 교통호
가 해자처럼 산 주위를 둘러가면
서 파 놓은 데 반해 참호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 몸을 숨길 수 있
고 토벌대와 전투를 벌일 수 있
는 요지에 파 놓은 것이 특징이
다.
교통호는 산 둘레 전체를 돌아
가면서 파 놓았기 때문에 토벌대
들이 이곳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산고지까지 오를 수 없도록 지형

<그림 4> 옛 참호터

41) 안재성, 『신불산』, (산지니, 2011),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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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 놓았다. 교통호 깊
이는 1m 정도로 평소에는 빨
치산들이 몸을 숙여 숨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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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해 놓았고 토벌대가
나타나면 몸을 숨긴 상태에서
총을 쏠 수 있게 되어 있다.
갈산고지 교통호는 이천 계
곡이 있는 마을까지 무려 5개
나 된다. 전투상으로 보면 갈
산고지 맨 아래에서 교통호가
토벌대에 의해 무너질 때마다
한 칸씩 위로 올라가면서 토
벌대와 대치할 수 있도록 파
다 보니 이처럼 여러 곳을 파

<그림 5> 태봉정

야 했다. 지금은 대부분의 참호와 교통호가 흙과 낙엽에 덮여 있지만 이곳
을 파보면 탄피와 식기 등이 발견되어 전투가 길어지면 이곳에서 식사하면
서 빨치산이 전투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교통호 구조 때문에 실제로 군경과 심지어 미군도 전투 중
많이 죽었다. 특히 갈산고지 맨 아랫단에 있는 교통호는 지리적으로 아주
가파른 곳에 파 놓아 이런 지형을 몰랐던 군경과 미군이 접근하다가 많이
희생당했다.
군 사령부에서 보면 아래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맨 아래 교통호는
너무 가팔라 감이 군경이 올라 올 수 없는 지형이다. 지형을 보면 아래에
서는 수류탄을 던져도 목표점에 떨어지지 않고 굴러 내려올 정도로 가파
르다. 그런데 이런 지형을 몰랐던 토벌대가 소탕에 나섰다가 몰살을 했
다. 반면 교통호를 지키는 빨치산은 아주 공격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가
만히 앉아서 수류탄을 던져도 적의 심장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파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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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모두 도망을 쳤던 곳이 이 장소다.
현재 갈산고지 정상에는 ‘태봉정’이라는 정자가 있다. 이 정자는 군경이
층 건물인 이곳에 올라보면 취서봉·천황봉·사자봉·수미봉 등 주위 산의
정상이 한눈에 보이고 특히 원동 쪽으로 내려가는 계곡과 주위 마을들이
한눈에 들어 전망대로는 이보다 좋은 곳이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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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치산들을 모두 격퇴한 후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철근 콘크리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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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을 전혀 모른 채 미군이 처음 접근했다가 단번에 6명이나 사살되는

2)야전병원
신불산에는 조선 조 말 천주교인들이 탄압을 피해 전국에서 모여든 후
예배를 보았던 죽림굴이 있다. 남도부 부대는 신불산에서 활동하는 동안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야전병원으로 이 동굴을 이용했다. 갈산고지에서
보면 죽림굴은 먼 거리가 아니다.
대원들의 의복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자주 보급 투쟁에 나서야 했고 토
벌대와 전투를 벌여야 했던 빨치산 중에는 부상자들이 많아 이들을 집중
적으로 치료해야 할 병원 시설이 필요했다. 그러나 토벌대의 눈에 띄는 병

<그림 6> 야전병원으로 사용되었던 죽림굴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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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설을 갖출 수 없었던 빨치산은 자연동굴인 죽림굴을 병원으로 이용
했다. 약품은 대부분 전투 중 군경과 미군들로부터 빼앗거나 혹은 보급투
쟁에서 가져온 약품을 사용하다 보니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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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도 부족해 북한에서 파견되었던 지춘란과 두동면 출신의 김형서
가 간호사로 이곳에서 활동했다. 지춘란은 나중에 특무대에 체포되어 20
년 옥살이를 했고 김서형은 1952년 구연철과 함께 대민공작에 나섰다가
토벌대와 싸우다가 사살되었다.
조선 조 말 기해박해 당시 최양업 신부가 4개월 동안 머물면서 미사를
집전했던 죽림굴은 지금은 천주교 성지가 되어 있지만 빨치산의 야전병
원 흔적은 전혀 없다.
3)취사장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튼튼한 체력을 유지해야 했던 빨치산에게 식사
는 중요한 일상이었지만 식량을 구하기가 힘들었고 또 식량이 있다 해도
밥을 짓는 일이 쉽지 않았다. 식량은 주로 보급 투쟁을 통해 조달했지만
조리를 위한 불을 자유롭게 피울 수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 수
없었다. 실제로 빨치산들이 보급 투쟁을 나갈 때 가장 먼저 챙긴 것이 쌀
이었다.
삼동면 곡리 마을에 살았던 신재성(辛在星) 씨는 어릴 때 빨치산이 자
신의 집에서 식량을 가져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신 씨는 당시를 회상하
면서 “내가 고등학교 시절 빨치산이 집으로 들이 닥쳤어요.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이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자고 있는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서는 ‘
떠들지 마세요. 양식만 좀 주면 아무도 해치지 않고 가겠습니다’면서 쌀을
있는 대로 달라고 했다. 이때 할아버지께서 고방으로 가자면서 그를 데리
고 갔다. 그리고는 쌀독에 있는 쌀을 퍼 주었는데 할아버지는 쌀독에 있는
쌀을 다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바닥을 긁는 소리를 내면서 이것뿐이라고
담아 주었더니 빨치산은 집을 나가면서 빨랫줄에 걸려 있던 옷가지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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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씨는 당시 집에는 소와 개 등 가축도
있었는데 빨치산이 이들을 눈여겨보지 않고 쌀만 달라고 해 이상하게 생
빨치산들은 음식을 조리할 때 사리나무를 연료로 사용했다. 산에서 연
기가 나면 자신들의 위치가 알려져 이보다 위험한 일이 없었다. 사리나무
는 불을 피워도 연기가 나지 않으면서도 화력이 세어 이런 걱정은 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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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다고 말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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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운동화 그리고 할아버지가 신던 고무신까지 보따리에 넣고는 바람처

아도 되었다. 따라서 당시 군경들은 사리나무를 ‘빨치산나무’라고 부르기
도 했다. 신불산에는 사리나무가 많았다. 지금도 신불산에는 사리나무가
사방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식사는 하루 3끼를 다 할 수 없었다. 우선 식량을 아껴야 했고 또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는 취사장을 따로 만들 수 없었다. 마음 편하게 식사할 시

<그림 7> 취사장으로 사용되었던 파래소폭포
42) 삼동면, 『삼동면지』, (대진인쇄사, 2001),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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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 없었다.
이러다 보니 취사장은 일 년 내내 맑은 물이 고여 있는 파래소폭포로 정
해 놓고 이곳에서 식사 준비 요원들이 아침에 간단하게 주먹밥을 해 보자기

울산의 빨치산 활동

에 싸 짊어지고 길도 없는 가파른 길을 올라와 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파래소폭포는 울산 8경의 한곳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 그러나 이
곳을 찾는 사람들 중 파래소폭포가 한때 신불산 빨치산들의 고픈 배를 채워
주었던 식사를 마련했던 취사장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없다.
4)지구당 본부
공산주의는 당이 다른 조직에 비해 서열이 높다. 일선 전투지인 신불산
에 군을 장악하는 지구당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곳이 전략상 중요했
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구당 본부는 당원들이 모였던 장소로 신불산 유격
활동의 중심 역할을 했다. 신불산에는 울산에서는 유일하게 조선노동당
지구당 본부가 있어 이곳에서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행동했다. 서열로 보
면 지구당은 군 사령부보다 높아 군 사령부가 지구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
였다.
신불산에는 빨치산들이 많았지만 이들 중 조선노동당 당원이었던 인물
들은 많지 않았다.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공산주의 사상이 투철해야
했고 유격 활동도 모범적으로 해야 했기 때문에 당원이 되는 것은 빨치산
들로는 최고의 영예였다. 당원이 되면 지구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
이 주어져 무엇보다 중앙당의 활동을 알 수 있었다.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당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는 전시였기 때문에 북으
로 갈 수 없어 신불산에서 자체 교육을 받았다.
지구당은 갈산고지 정상에서 100m 정도 아래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지형적으로 가파른 이곳에도 주위에 교통호가 많다. 지금은 옛 흔적을 전
혀 찾을 수 없고 단지 이곳에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노송 두 그루가
서로 기대어 X자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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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산고지 6~7부 능선에 있다. 주위가 가팔라 토벌대의 접근이 어려웠
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군사령부가 있었던 능선은 편편해 300~400여
사령부라고 해 특별히 사령부 시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단지 당 지도부
가 이곳을 사령부로 정해 놓고 유사시 빨치산들을 모이게 하였다. 이런 현
상은 당 지도부와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로 일체의 시설물이 없고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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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빨치산들이 넉넉히 모일 수 있는 장소다.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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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군사령부

지점을 특정한 기관으로 정해 놓고 불렀을 뿐이다.
사령부 아래로는 3겹의 교통호가 파여 있다. 교통호 깊이는 사람이 서
면 절반 정도 들어갈 깊이로 전투가 벌어지면 교통호는 적을 지키는 벙
커가 되기도 하고 빨치산들의 통로 역할도 했다. 사령부 연병장 남쪽 끝
에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수령 100년이 넘어 보이는 이 소나무는
1951년 말 미군의 폭격에도 살아남아 이후 빨치산들은 이 나무를 ‘자주목’

<그림 8> 옛 당사령부 터에 있는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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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렀다.
요즘은 빨치산 흔적을 찾아 신불산에 오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소나
무 앞에서 술을 올리면서 옛 빨치산들의 행적을 회상한다. 옛날 사령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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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었던 평평한 땅에는 30~40년 수령의 갈참나무가 자라고 있다.
6)탄약고
갈산고지 전망대와 군사령부 사이에 있다. 갈산고지에는 바위가 많지
않다. 그런데 탄약고가 있었던 인근에는 유독 바위가 많다. 빨치산들은
큰 바위 아래 구덩이를 파 놓고 이곳을 탄약고로 사용했다. 탄약은 자체
생산이 없다 보니 대부분 군경이나 혹은 미군과 전투를 벌여 빼앗아 왔다.
특히 당시 토벌대로 나선 미군들은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
들과 싸울 때는 항상 탄약 등 무기를 염두에 두고 전투를 벌였다.
실제로 1951년 3월에는 미 육군 공수부대가 언양중학교(현 울산자연과
학고등학교)와 언양초등학교
(현 언양읍성 내)에 주둔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전투를
벌여 무기를 획득했다.
이 무렵 호계에도 안강전투
를 지원하기 위한 미군 기갑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무
룡산에 아지트를 두고 있었던
빨치산들은 이들 미군 기지를
공격하거나 혹은 이동 중인
미군 차를 급습해 무기를 빼
앗곤 했다.
탄약고 구덩이를 파면 요즘
도 탄피와 박격포탄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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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옛 탄약고 터

7)유격훈련장
남도부 부대가 유격훈련장으로 사용했던 장소다. 신불산에 입산하면 신
분 심사를 일주일 정도 받은 후 소정의 정신교육과 체력훈련 및 유격 훈련
을 했다. 정신교육은 주로 당 지도부에서 했고 체력훈련과 유격훈련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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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파래소폭포 인근에는 휴양림이 두 곳 있는데 이중 상단 휴양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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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당시 이곳에서 전투가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참병이 가르쳤다.
훈련은 총을 쏘는 법과 함께 매복과 기습하는 기술을 가르쳤는데 이들
훈련을 통해 산중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인내력과 민첩성을 키웠다. 훈련
마지막 시간에는 빗발치는 총알 사이로 뛰어다니는 기술도 배웠다.
훈련장 옆으로는 넓은 계곡이 있어 훈련병들은 이곳에서 휴식 시간을
가졌다.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싸여 풍광이 아름다운 이곳에서 보면 남서
쪽으로 멀리 갈산고지가 보인다.
요즘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파래소폭포에서 이곳까지
오는 모노레일을 설치해 놓았다.

Ⅵ.구연철 인터뷰43)
1930년 경남 양산군 하북면 초산리에서 태어났던 구연철은 신불산 입
산 전 일본 만행을 피부로 느꼈던 인물이다. 일본에서 광부로 일했던 부친
은 그가 9살이었던 1939년 가족 전체를 군함도로 불렀다.
부친은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는데 다행히 일본에서 돈을 모아 가
43) 인터뷰는 사전에 질문 내용을 전화로 통지한 후 5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질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
해 빨치산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온 장세동 울산동구문화원 향토연구소장이 동행 했다. 질의는 장
소장과 함께 이루어졌고 문장은 대담 내용을 문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다소가감이 있었지만 구술내용
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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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들이 함께 살만한 방을 하나 얻었다. 함께 일본으로 가야 할 가족들은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동생 등 6명이었다.
이때 부친이 일했던 탄광이 유명한 군함도였다. 부친은 해방이 될 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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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곳에서 일했고 가족들 역시 이곳에서 민족차별을 받으면서 해방이
될 때까지 살았다. 해방이 될 때 구연철은 15살로 중등과정의 공부를 일
본에서 마치고 고향 양산으로 돌아왔다.
이후 서울로 가 다시 고등학교 졸업 후 동국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해방 정국은 구 씨가 공부만 하도록 놓아두지 않았다. 당시 서울에는 신탁
통치 문제를 놓고 좌우익이 갈라져 이념 논쟁을 벌였고 이때 고등학생이
었던 그가 선택한 노선이 좌익이었다.
그는 거리에서 데모를 하다가 서북청년단 등 우익에 잡혀가 폭행과 고
문을 당하는 등 엄청난 고생을 했다. 고교 졸업 후 동국대학교에 입학했
다. 그러나 대학에 가보니 학생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데모만 했는데 여기
에 휩쓸리다 보니 집시법 위반으로 옥살이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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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양산 집으로 왔다. 양산 역시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양산경찰서에
서 언제 그를 호출할지 알 수 없어 안절부절 못 하면서 시간을 보내었다.
바꾸어 놓고 말았다. 6·25가 일어나자 헌병과 경찰이 18살 이상 젊은이들
을 모두 트럭에 싣고 가 군사훈련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전쟁터로 보내었
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구 씨가 선택할 길은 입대해 인민군과 싸우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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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이처럼 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그의 운명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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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옥살이를 하고 나니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불러 그는 경찰의 눈을

그렇지 않으면 숨어 있다가 붙잡혀 죽는 길뿐이었다. 이를 피하고자 구 씨
가 스스로 걸어 들어 간 곳이 신불산이었고 이때가 6·25 한 달 뒤인 1950
년 7월이었다. 나이는 20살이었다.
이후 신불산에서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휴전이 되었다. 이때 북한은
구 씨에게 부산으로 가 거점을 정하고 지하조직을 만들라는 지령을 내렸
다. 이에 따라 부산으로 왔으나 곧 체포되었는데 그때가 1954년 4월로 꼬
박 3년 9개월 동안 빨치산으로 활동했다.
다음은 구연철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다.
-사회주의 활동에 발을 들여놓게 된 동기는.

“일본에서 돌아와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와 보니 학교마다 신탁통치 문
제를 놓고 시끄러웠다. 그때 좌익은 신탁통치를 찬성하는 쪽이었고 우익
은 반대하는 쪽이었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좌익의 판단이 옳다는 생각
이 들었다.
내가 이런 판단을 한 것은 당시 우익을 대표하는 서북청년단의 활동이
크게 작용했다. 서북 청년단은 당시 북한에서 내러 온 지주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들의 테러 행위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나도 데모를 했다
는 이유로 서북청년단에 붙잡혀가 엄청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입산 경위를 밝혀 달라.

“입산하기 전 서울에서 동국 대학에 입학했는데 거리 시위 등 좌익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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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다가 체포되었다. 이때가 대학 입학 후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는데
경찰서로 잡혀가 4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그런데 옥살이 중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옥살이한 것은 1개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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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밖에 안된다. 나머지 대부분은 일제강점기 왜경이 조선독립운동가들을
고문했던 삼각지 서빙고에 잡혀가 서북청년단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
서북청년단은 제대로 된 심문은 하지 않고 처음부터 무지막지한 고문
만 했다. 그들은 고문을 하면서 좌익운동가들을 도운 경위를 밝히라고 했
는데 고문을 피하기 위해 엉터리지만 도운사람과 도운 경위를 말해야 살
아나올 수 있지 좌익운동가를 돕지 않았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사례
도 많았다.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그때까지도 좌우익에 대한 이념이 정립되어 있
지 않았다. 이런 탄압을 피하기 위해 고향에 와 숨어 살 때 6·25가 일어났
는데 이승만 정권이 이끄는 국군에 가서 죽기보다는 새 시대가 올 때까지
산에서 잠시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입산했다.”
-입산 당시 신불산 부대 상황은.

“신불산에는 조선노동당 경남도당 동부지구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부대는 지역적으로는 부산시와 양산군·동래군·울산군·밀양군을 관할에
두었는데 위원장은 진해 출신 공인두였다. 신불산에는 처음에는 지리산
을 중심으로 서부 경남에서 온 빨치산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
만 내가 입산 할 때는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격 전투 중 사망해 숫
자가 별로 되지 않았다. 내가 입산하고 조금 있으니 남도부가 이끄는 동해
남부유격대들이 합류해 갑자기 숫자가 늘어났다.”
-당시 울산 출신 빨치산들은 얼마나 되었나.

“신불산에서 특정 지역 출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것은 힘들다. 입산하
면 그날부터 이름을 바꾸어 가명을 사용하고 이후 생활을 하는 동안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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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산의 경우 초기에는 대구사태와 여순사건 그리고 지리산에서 활동
했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6·25가 일어난 뒤에는 남도부가 데리고 온 사람
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군경으로부터 부역자로 물려 고생하는
것을 피해 들어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내가 아는 울산사람들 중에는 신불산에서 활동할 때는 본명이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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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도 많았다. 그러나 이후 토벌대와 전투를 벌이던 중 자 의반 타 의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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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사회 경력을 묻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었다.

지, 고향이 어딘지 몰랐지만 나중에 체포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본명과 고
향이 밝혀진 사람들이 많았다.”
-빨치산들 중에는 보급 투쟁을 벌이는 동안 민간인들을 살해하기도 했다는데.

“빨치산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많이 살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렇지 않다. 산에는 생필품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필품은 마을에서 구
해 와야 해 소위 보급 투쟁을 나설 때가 잦았다.
이런 상황에서 빨치산들이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이 나면 누가 물건을
내어놓겠는가. 더욱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생필품을 주면 국군과
경찰이 그들을 부역자로 몰아 죽이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잔인하게 할 경
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우리들이 보급 투쟁을 나설 때 가장 강조하는 것이 선량한 주민들을 괴
롭혀서 안 된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보급품도 가능하면 지역민들을 시
켜 가져오지 않고 스스로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주민들에게 부역
을 시키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민들이 보급품을 가져올 경우 우리의
거처가 알려지기 때문이다.
물론 민간인들 중에는 우리 대원들로부터 총을 맞아 죽거나 잔인하게
보복을 당해 죽은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경우 대부분이 입산하기 전 개인
적으로 가졌던 원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마저 윗사람들이
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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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습격한 적이 있는가.

“가끔 했다. 미군 습격은 정보를 사전에 얻어 한 적이 있나 하면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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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않게 길에서 미군 보급 차를 만나 기습하기도 했다. 미군들로부터
는 주로 시레이션을 탈취해 가져오지만 시레이션 외에도 그들이 갖고 있
는 달러와 시계를 탈취하기도 했다.
달러는 여자 요원을 시켜 부산 등 대 도시로 나아가 우리 돈으로 바꾸어
약품과 식량 등 산 생활에 긴요한 물품을 싸는데 사용했다.”
-신불산에는 인민군학교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인민군학교가 아니고 공산당학교였다. 지리산은 대
원들의 활동 범위가 넓고 인원이 많다 보니 학교 건물을 정식으로 지어 놓
고 학습했다. 그러나 신불산은 학교라고 해도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름뿐인 학교였다. 학교가 주로 하는 일은 기존 당원들의 교육도 중요하
지만 이 보다 처음 입산한 젊은이들을 상대로 교양학습 그리고 이념교육
이 중요한 학습내용이었다. 우리들이 학교에 가자고 하면 교실이 있는 학
교가 아니고 학습을 하자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여자 대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여자 대원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있었다. 주로 마을에서 입산한 여
자들이 많았지만 지춘란처럼 북한에서 파견 오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간
호사로 부상병을 치료하거나 장날에는 장으로 가 보급품을 사 오는 일을
했다.”
-수도사단이 공략했을 때는 어떻게 싸웠는가.

”수도사단이 신불산을 대대적으로 공략했을 때가 1951년 12월이었다.
이때 국군은 미군의 지원 아래 대대적인 토벌을 벌였지만 계획대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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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산 토벌에서 승리해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고 두 번째로는 신불산에 대
한 지형을 잘 모르고 우리들의 전투력을 무시한 채 침공했기 때문이다.
활동이 지속되자 이때는 경찰들이 우리들과 맞서 싸워 전투가 쉬웠던 것
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중과부적으로 국군이 물러간 2~3년 후 우리의
주력부대가 이곳에서 후퇴하게 되었다. 이 무렵 나는 무룡산에 배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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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쟁에서 우리들의 피해도 컸다. 국군이 물러간 뒤에도 우리의 유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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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다. 당시 국군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첫째로 신불산 습격 전 지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불산 전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히 알지 못
한다.”
-무룡산 활동을 설명해 달라.

“내가 무룡산으로 온 것은 대민공작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였다. 지
형으로 보면 신불산이 험해 유격 훈련을 펴기가 쉬웠던 반면 무룡산은 산
세에 비해 골짜기가 깊지 않고 많지 않아 우리들의 활동이 외부에 쉽게 노
출되기 때문에 유격 훈련을 펴는 것이 어려웠다. 대신 무룡산 자락에 사는
농민들과 강동지역 중심으로 어업을 하고 있는 어민들의 경우 생활 자체
가 힘들어 대민공작을 하기가 쉬웠다. 지구당에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이런 환경적 요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룡산에 온 후 신불산보다는 편안한 생활을 했다. 왜냐하면 신불산에
서는 항상 전투력을 갖추고 긴장해야 했고 유격 훈련이 많아 대원들이 항
상 바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무룡산에서는 우리가 직접 유격 활동을 나
갈 때를 제외하고는 군경의 침공으로 전투가 벌어진 때는 거의 없었다.”
-호계지역 활동을 설명해 달라.

“호계지역 일대는 6·25 직후 안강전투에 침투하기 위한 미군 탱크 부대
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들로서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유격 전투를 자주 벌
일 수밖에 없었다. 6·25 직전에 일어난 호계역 사건과 기타 많은 유격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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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이 때문에 잦았다. 특히 이곳에는 미군들이 많다 보니 우리들로서는
보급품 확보를 위해 자주 유격 활동을 벌였다.
한때 호계는 해방구가 되기도 했고 동해남부선이 유격대의 잦은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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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야간 운행이 중단될 때도 있었다.”
-빨치산들 중 자살한 대원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대원들 중 훈련이 어렵다거나 상대가 겁이 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원
은 없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토벌대와 싸우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았고 오
히려 영광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고위 간부들 중에는 싸우다가 체포되는
것을 거부하고 자살한 대원들이 많았다.
신불산에서 신출귀몰하게 유격 활동을 벌여 지금까지도 전설의 인물로
남아 있는 남도부는 체포된 후 여러 번 전향을 강요받았지만 끝까지 거부
하다가 1955년 서울 외곽인 수색에서 총살당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했다.”
-산에서 내려오게 된 동기는.

“휴전협정 후 당의 명령에 따라 하산했다. 휴전협정으로 우리들은 더
이상 남한에서 무장투쟁을 할 필요가 없었다. 휴전이 되었을 때 북의 노동
당은 우리들에게 하산해 지하당을 복구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휴전협정
과 함께 지리산을 비롯한 신불산 대원들은 토벌대의 공격으로 사상자가
늘어나 조직이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
휴전이 되자 이승만 정부는 토벌대를 강화해 대대적인 작전을 벌였다.
이 무렵 나는 신불산 외곽에서 토벌대와 전투를 벌이다가 본부로 돌아왔
는데 그때 보니 오랫동안 유격 활동으로 용맹을 떨쳤던 남도부 부대가 20
여 명밖에 없었다.
지하당 건설은 휴전 전 이미 노동당이 지시했던 명령이었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미루어 왔다. 휴전은 지하당 건설을 어렵게 했다. 왜냐하
면 이 무렵 많은 대원들이 토벌대에 의해 체포되거나 투항하는 바람에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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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있는 대원들의 행적과 명단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당
건설을 위해 무작정 내려왔다가는 단번에 체포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렀다. 그런데 겨울이 되자 토벌대의 공격이 더욱 심해지는 데 반해 보급품
부족으로 도저히 겨울을 견딜 수 없어 부산으로 왔다. 부산에 도착한 후
아지트는 성지곡 수원지에서 가까운 금정산에 정했다. 당시만 해도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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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휴전협정 후 바로 민가로 내려오지 않고 한동안 신불산에서 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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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 무렵은 경찰이 산속에서 아직 살

은 산골로 인가가 드물어 숨어 살기가 좋았다.”
-체포될 때 상황은.

“신불산에서 하산한 후 나는 금정산(초읍 어린이 공원 저수지 인근)에
아지트를 두고 활동했다. 체포 당시 나는 부산에서 대원 7명과 함께 부산
시당 재건을 위해 뛰고 있었다. 대원들은 체포 직전 부산 일대에 방 한 칸
을 아지트로 정한 후 활동했는데 이 때 가장 시급한 것이 신분 위장이었
다. 이때 나는 대학생으로 위장키로 하고 교복과 사각모자까지 구해 놓고
도민증도 내 나이에 맞는 것을 위조해 두었다. 그런데 위조된 도민증에 사
진을 붙여야하므로 어느 날 경남도청에서 가까운 사진관에 가 사진을 찍
었다.
그리고는 사흘 후 사진을 찾으러 사진관에 가 주인과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체격이 건장한 두 명의 사내가 사진관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네가 구
연철이지’ 하면서 나의 양손을 잡더니 바로 수갑을 채웠다.”
-옥중 생활은 어디서 어떻게 했는가.

“부산에서 체포되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재판을 받고 처음에는 부산에
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대전에서 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석방
2년 전에는 광주로 이감되었다. 광주에서 옥중생활을 할 때는 1993년 김
대중 정권 때 북으로 송환되었던 양심수 이인모와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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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옥중생활이지 인간의 삶이 아니었다. 남들은 산에서 수많은 고생
을 했기 때문에 옥중생활은 잘 견디어 낼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옥중생활
을 하는 동안 고생이 많았다. 제일 큰 어려움이 독방생활이었다. 내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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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재판을 마친 후 감방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상범은 무조건 독방에
넣었다. 그런데 방의 크기가 한 평도 안 되어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감
방에 누워보면 다리만 겨우 뻗을 수 있었고 양팔을 벌려보면 바로 펼 수가
없어 잘 때도 천장을 보고 잘 수 없어 옆으로 누워야 하는 소위 ‘칼잠’을 자
야했다.”
-김일성을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또 북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는데도 전향서
를 쓰지 않고 고집부린 이유가 무엇인가.

“나는 평생 조국 통일을 위해 산 사람이다. 전향서를 쓰지 않고 뻗쳤던
이인모가 1993년 북으로 갔다. 그리고 2000년에는 60여 명의 비전향 장기
수들이 다시 북으로 갔다. 나는 그들이 갈 때마다 부럽기도 했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다는 생각도 했다.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은 통일운동을 하기 위해서다. 조
국과 민족의 번영, 계급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 나아가 인간이 인간
답게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리
고 이런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손잡고 통일해야 한다는 것
이 나의 생각이다.”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이 되었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공
산주의를 신봉하는 국가도 찾기가 힘들다.

“나는 북한이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지키고 있다
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칭찬하고 싶다.”
-휴전협정 때 북한이 남한에서 활동한 빨치산 신분보장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은 것
을 어떻게 생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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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나중에 이인모 등 남한에서 전향하지 않고 옥
살이했던 사람들이 김영삼과 김대중 대통령 때 북으로 간 것은 북한의 노

-출옥 후 직장 생활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오랫동안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출옥은 했지만 사회 적응이 쉽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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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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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내용을 자세히 몰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옳지 않을

다. 출옥했을 때는 내가 공산주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공부도 제대로 못
해 막일만 하고 살아가는 동생들이 많아 내가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러
나 대학까지 다녔지만 아무런 기술도 경력도 없는 나를 고용해 줄 사람이
없었다. 처음에는 동생들과 막일을 하고 범일동 시장에서 장신구들을 가
져다 팔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도 툭하면 경찰들이 찾아와 상점 주위에서
감시했고 수시로 경찰서로 오라 가라 하니 장사를 할 수 없어 접었다.
결혼 후에는 이불 보따리를 만드는 일을 하다가 직장을 구하기도 했지
만 직장을 얻고 나면 경찰이 먼저 찾아와 사장에게 늘 나를 감시한 후 보
고하라고 하니 사장이 나를 회사에 남겨 놓을 턱이 없지 않는가.
나중에는 집에 있을 때도 통장이 찾아와 ‘당신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
기에 이처럼 경찰이 매일 전화해 당신의 동태를 알려 달라고 하느냐’면서
화를 내어 일상생활조차 하기가 힘들었다.”
-출옥 후 가정을 가져보니 이념에 매몰되어 젊은 시절 빨치산으로 산 것이 후회되지
않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빨치산 활동을 했던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휴전협정
후 동지들이 죽을 때 함께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이다. 무수한 동지들이 민
족통일을 위해 싸우다가 장렬히 죽어갔는데 나만 살아남은 것이 큰 잘못
이다. 전투 중 죽지 못했으니 체포될 당시 자살이라도 해야 했는데 부주의
로 생포된 것이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나 개인으로 볼 때는 씻지 못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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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책감이 지금도 남아 있을 뿐이다.”
-대원들의 추모제를 지내거나 통일 교육을 위해 젊은이들과 함께 요즘도 가끔 신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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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오른다고 하는데 신불산을 보는 소감은.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신불산에는 아직 내가 대원들과 민족통일 투쟁
을 벌였을 때 있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이들 흔적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민족통일을 위한 우리들의 시계가 내가 이곳에서 싸웠던 그 때 그대
로 멈추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특히 갈산고지에 세워진 ‘토벌대가 공비를 소탕했다’는 승전비를 보면
서 남과 북이 아직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아직도 끝나
지 않은 한반도의 좌우대립이 이제는 끝나야 한다는 생각도 함께했다.”
-조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젊은 시절 대부분을 옥살이로 보내었던 나는 출옥 후 40여 년 동안 빨
갱이라는 굴레를 쓴 채 살아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하루도 민족통일을 잊
은 적이 없다. 나에게 조국은 늘 하나였다. 북한은 북쪽에 있는 조국이고
남한은 남쪽에 있는 조국이다. 나의 소원은 이처럼 둘로 나누어져 있는 조
국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신불산에서 죽음을 감수하
고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방한복 없이 싸우다가 죽어간 동지들에 대
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민족통일이야 말로 지금까지 아직 살아가고 있는
나의 속죄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인터뷰를 해운대에 있는 구연철 씨 집에서 할 예정이었다. 그
러나 부산으로 출발하기 직전 구 씨가 전화로 자신의 집이 좁아 인터뷰하
기가 좋지 않다면서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와 장소를
바다가 보이는 청사포 해변으로 옮겨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인터뷰가 시작될 무렵 구 씨는 먼저 수정할 것이 있다면서 자신을 ‘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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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그가 머물렀던 곳은 신불산 일대지만 그가 신불산에 들어갔
을 때 조직이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강원도와 경상남북을 거점으로 하고
그는 북한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신불산에서 조선노동당 당원이 되
었고 제4지구당 제3소지구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3년 투쟁을
마친 후 휴전협정이 이루어지자 지하조직을 부산에 구축하려 내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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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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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빨치산’이라고 부르지 말고 ‘태백산 빨치산’이라고 불러 달랐고 요구했

가 체포되어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옥중에서 보내어야 했다. 인터뷰 하는
동안 구 씨가 너무 점잖아 이념은 투철하지만 어떻게 힘든 빨치산 활동을
그가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구 씨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신불산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목숨을
걸고 싸웠고 평생을 굴곡된 역사의 그늘에서 살아왔던 그가 고집이 세고
자기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억지를 쓰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대화를 하면
서 그가 시골 학교 교사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사상적으로 투철했지만 대
화하는 동안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거나 억지 주장을 내어놓지 않았
고 심지어는 나를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물음에 대한 답변 자체가 물
흐르듯 고요했고 답변 속에는 너그러운 이해와 배려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에는 절대로 협조할 수 없다는 마음 하나로 입산했던 그는
신불산 생활은 물론이고 옥중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오직 공산주의자로
살아왔다. 이렇게 자기 사상에 도취된 사람들 중에는 편협한 사상을 합리
화시키려는 완고함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는 대화하는 동안 어쩌면
사상적으로 반대편에 서서 질문했던 나에게 노여움을 보이지 않았고 설
득하려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인터뷰를 끝낼 즈음 오늘날 그의 삶이 궁금해 “옥중생활을 오래 해 국
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없을 것인데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
냐”는 평범한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서도 참으로 평범한 대답을 했다. “나
에게 시집와서 평생 고생만 했으니 집사람도 이제 쉴 때가 되었는데 생활
125

Chapter 02

이 어렵다 보니 아직 파출부 일을 하고 있다”는 대답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의 인격이 모두 구 씨처럼 훌륭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
나 인터뷰를 끝내면서 나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가진 잘못된 선입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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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선한 의식을 무참히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인터뷰가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Ⅶ. 맺음말
빨치산은 해방 후 한동안 우리 사회를 고통스럽게 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연구와 기록은 역사정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
나 빨치산에 대해 연구하고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자료 부족이다.
그동안 빨치산과 관련된 책자는 이병주의 『산하』에서부터 시작해 이태
의 『남부군』 그리고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 소설로도 나왔고 연구서적도
적잖게 발간되었다. 그러나 이들 책자의 대부분이 글을 쓸 당시 우리 사회
분위기에 편성되어 빨치산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해방 후 이 땅이 좌우 소용돌이 속에 있을 때 그들은 좌익 계열에서 활
동했지만 국가 파괴와 주민 테러가 목적은 아니었다. 처음에는 일제식민
지에서 벗어난 조국을 새로운 민주국가로 만들려는 원대한 포부도 있었
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들이 공산주의자로 빨치산이 된 것은 그들의 잘
못이지만 일부 잘못은 해방 후 좌우익으로 나누어 싸우다가 결국 통일을
못한 우리 역사에도 있다.
흔히들 문민정부가 들어선 후부터는 빨치산을 보는 정부와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져 이들에 대한 평가와 심지어 글을 쓰는 것도 자유롭게 되었
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해방 후 이승만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터 우리사회는 이들의 존재 자체를 금기시 해 이들에 대한 연구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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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요즘 들어 빨치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행적을 그들의
후손들과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얻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을 그나마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들 때문에 한 때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고 연좌제에 걸려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기도 했기 때문
에 입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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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들의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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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기록은 사라져 자료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이처럼 행동하는 것은 과거 우리 역사가 빨치산의 피붙이는 물
론이고 이들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죄악시했기 때문이다. 빨치산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려면 그들의 행적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아직도 그들에 대
한 얘기는 정사가 아닌 야사로만 남아 있다.
70년대만 해도 빨치산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에 대한 폄
하의 글을 먼저 써야 했다. 요즘은 이런 문제에 관한 한 우리사회가 상당
히 발전되었다. 그러나 이직도 우리 사회는 필자가 이들을 어떤 시각으로
그리느냐를 보면서 필자의 사상을 유추한다. 그들이 활동할 때의 사회적
분위기와 공산주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행적을 바로 쓰기 위해
필요하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들에 대해 우호적인 책들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책들도 이들의 행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
이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빨치산들은 한 때 사회적 물
의를 일으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지만 불행히도 이들에 대한 심문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경찰서는 이들의 진술서가 검찰로 이관되었다고
하나 검찰 어디에도 이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역사 정리 차원
에서 보더라도 이들의 기록들은 소중히 보관되어야 했는데 글을 쓰다보
면 이들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료를 너무 소홀히 취급한 것
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 사회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 건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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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고 말들을 한다. 앞으로 이 땅이 애국가 가사처럼 ‘무궁화 삼천
리 화려 강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행적이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사실
에 바탕을 둔 연구 속에 이루어져야 하고 기록으로 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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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볼 때 해방 전후 울산 빨치산의 중심지였던 신불산에서 오랫동
안 핵심인물로 활동했던 구연철 씨를 직접 만나 당시 빨치산들의 활동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듣고 특히 울산에서 입산했던 빨치산들의 행적
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은 뜻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런 살아 있는 빨치산 얘기들이 좀 더 일찍 활자화 되었더라면 하는 아
쉬움도 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은 그동안 빨치산 얘기들이 무조건 타부
시 되었던 우리사회의 배경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빨치산
들의 행적에 대해 더욱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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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유(船遊)의
양상과 그 의미
엄형섭(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강사)
Ⅰ
Ⅱ
Ⅲ
Ⅳ.

머리말
울산 선유의 발생배경과 양상
울산 선유작품의 내용과 의미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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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고의 목적은 울산에서 행해진 선유(船遊)와 선유작품(船遊作品)의 양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상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 어떤 지역적 특징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아직 특정 지역의 선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전근대시기까지 제작된 울산 선유관련 문헌자료를 중심으로 울산지역 선
유와 선유작품의 양상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울산지역만의 어떤
특징적인 면모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하며, 동원할 수 있는 자
료가 문헌에 남아 있는 선유관련 문학작품에 한정되는 관계로 논의의 진
행도 시문을 분석해 귀납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확인한 울산 선유작품은 모두 25편이다. 이 가운데 선유시가
24제 29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산 정약용이 울산 남호에서 배를 띄운
일과 감흥을 기록한 선유기문 1편이 들어있다. 이 25편의 작품은 울산 선
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었던 울산이지
만 선유와 선유작품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 유람문화의 전국적 유행과 궤
를 같이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지리적 요인인 태화
강과 사회적 요인인 문인층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울산에서 제작된 선유작품은 거의 선취지향적인데 이는 소동파의 적벽
선유를 모방 재현하는 과정에서 산생된 것으로 울산만의 특징은 아니고
전국적인 경향이다. 또 다른 양상으로 유대 강화의 내용이 많이 나타나는
데 이 또한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점은 곧 울산의 선유와
선유작품이 당대 문화를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향유했음을 말해주는 증거
이다.
어떤 특정지역의 문화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주목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고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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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울산에서 행해진 선유(船遊)와 선유작품(船遊作品)의 양
상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속에 어떤 지역적 특징이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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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Chapter 03

주제어: 울산, 지역, 문헌, 선유, 선유시.

선유는 놀이문화의 일종이다. 선유가 함께 한 구성원 사이의 유대감을
증대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물을 바라보면서 도(道)의 근원을 사색하는
수양의 수단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선유라는 비일상적인 행위는 소동파(
蘇東坡)의 적벽선유 이후 대개 유람이나 유흥의 장이었다. 그래서 사치스
런 선유가 빈번했던 조선 후기에 들어 선유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선유가 비일상적인 행위가 되는 것은 그 특성상 배라는 도구와 강 또는
바다라는 물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즐길만한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
다. 선유의 주체가 대개 양반 문인이나 문무 관료들이긴 했지만 그들에게
도 선유는 그리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때
문에 그들은 선유의 기회가 주어지면 어떻게든 그 일을 기록으로 남기고
자 했다.
울산에는 대곡천과 태화강 등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를 관통하는 물길
이 자리하고 있다. 국보 제285호 울주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 그림과 어
로 관련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주암면 좌측 편에 집중되어있는 고래 그림
은 해당 암각화에 새겨진 동물 그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어로와 관련된 배와 부구, 작살, 그물, 어살 등은 해당 암각화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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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와 당시 생활상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1)
반구대 암각화가 제작된 시기에 배와 어구를 이용한 어로 활동이 있었
다면 고된 어로 뒤에 자연스레 이어지는 여흥 또는 제사 의식과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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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로에 쓰인 배를 이용한 선유가 행해졌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또한 태화강 수계를 중심으로 세워진 크고 작은 누정(樓亭)은 울산 문
인의 장수지소(藏修之所)로서 기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학 활동과
교유의 공간이기도 했다. 그 공간을 차지한 문인은 대개 고된 노동과는 일
정한 거리가 있었고 그에 따라 소동파(蘇東坡)의 「적벽부(赤壁賦)」 이후
본격적으로 형성된 선유의 재현(再現)에 적극적일 수 있었다.2)
그러나 선유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료는 무척 제한
적이다. 선유의 장소가 되는 물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유적
이나 유물도 남아 있지 않다. 선유에 쓰인 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특정지역의 선유를 고찰할 때 주로 쓰이는 방법은 선유 과정에
서 산생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이다. 한양명이 안동지역 양반 뱃놀이
를 체류형과 유람형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의
선유시 등을 활용한 것3)과 김학수가 낙동강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
을 살피는 데 그들의 선유시를 동원한 것4)이 대표적인 예이며, 이 연구들
은 선유에 관한 것으로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수행된 것이기도 하다.
이후 대구지역의 금호강에서 있었던 선유를 살핀 연구5)와 공주지역의

1) 울산광역시 문화예술과, 「울산의 문화재」(울산, 울산광역시, 2014), 17쪽.
2) 강과 누정이 선유문화와 관계되는 점에 대해서 김학수는 “강문화의 발달은 자연히 누정문화의 발달을 가
져왔다. 그리하여 조선시대만해도 예안에서 김해에 이르는 낙강 연안에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수
려한 누정들이 흥폐를 반복하며 낙강의 격을 한 단계 높여주었고, 강거 전통에 바탕한 누정문화의 발달
은 조선시대 사림들의 여가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船遊 또는 舟遊로 불리는
‘뱃놀이’였다.”라고 하였다. 김학수, 『船遊를 통해 본 洛江 연안지역 선비들의 집단의식』『영남학』(제18집,
2010), 45쪽·47쪽.
3) 한양명, 『안동지역 양반 뱃놀이(船遊)의 사례와 그 성격』『실천민속학연구』(제12집, 2008), 197-236쪽.
4) 김학수, 앞의 논문.
5) 김소연, 『낙재 서사원(樂齋 徐思遠)의 선유시(船遊詩) 연구-금호강에 대한 감성을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75집, 2018), 125-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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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그밖에 내방가사를 통해 19세기 후반 영남지역 여
성의 선유를 다룬 연구7)와 조선시대 선유문화의 폐단에 주목한 연구8) 등
울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구대 암각화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선유
의 개연성을 살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유의 구체적 양상을 증명할
수는 없다. 선유를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유적이나 유물도 알려진 바
없다. 결국 울산의 선유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울산 문인이나 울산에 부
임한 문무 관료가 남겨 놓은 문학작품이 유일한 자료가 된다.
울산에는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오랜 세월 문화가 적층된 대곡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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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되기도 했으나 아직 특정 지역의 선유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Chapter 03

금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선유에 관한 연구6) 등에서도 선유시를 통해 접근

도시를 관통하며 흐르는 태화강이 있고 동남쪽을 둘러싼 바다가 있다. 선
유가 발생할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물을 갖춘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
태화강국가정원이 지정되고 나룻배가 다시 등장해 이색적인 체험을 제
공하고 있으며 대왕암공원과 울산대교, 고래박물관과 고래바다여행선 등
시민들도 물과 친숙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울산지역의 선유에 대한 연구
는 수행된 적이 없고, 그 단초가 될 수 있는 선유작품에 대해서 주목한 적
도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전근대시기까지 제작된 울산 선유 관련 문헌 자
료를 중심으로 울산지역 선유와 선유작품의 양상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울산지역만의 어떤 특징적인 면모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고찰하고자 하
며, 동원할 수 있는 자료가 문헌에 남아 있는 선유 관련 문학작품에 한정
되는 관계로 논의의 진행도 시문을 분석해 귀납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한
다.

6) 정만호, 『금강 선유 한시 연구』 『한문고전연구』(제39집, 2019), 57-81쪽.
7) 김동연, 『19세기 후반 영남지역 여성의 선유문화(船遊文化)와 지향-운수상사곡과 운수답가를 중심으로-』,
『어문론총』(제82집, 2019), 89-109쪽.
8) 이상균, 『조선시대 船遊文化의 양상과 그 폐단 『국학연구』(제27집, 2015), 215-255쪽.

135

Chapter 03

Ⅱ. 울산 선유의 발생 배경과 양상
여기서는 울산 선유의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그것이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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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을 살펴보고 이어 선유가 행해진 시기와 장소를 파악해본다.
그에 앞서 울산 선유와 관련해 지금까지 확보한 문헌 자료의 총량을 제
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작품
번호

저자

생몰

1

이동영
李東英

1635
1667

2

박창우
朴昌宇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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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효
朴敏孝

시제

작품수

출전

태화강 배 안에서 괴천 박창우와 함께 읊다
和江舟中與朴槐泉(昌宇)共賦

1제 1수

『이휴정선생문집』
권1

1636 태화강 배 안에서 이화백의 시에 차운하다
1702 和江舟中次李華伯韻

1제 1수

『괴천선생문집』
권1

1672
1747

4월 16일 밤에 지포 권신지(간)・이경로와 함께 태
화강에 배를 띄웠는데 신지가 시를 지어 화답을
구하였다. 마침내 차운하여 주다
1제 1수
四月旣望夜與權芝圃新之(澣)李景老泛舟太和江
新之賦詩求和遂次以贈

『상체헌유집』
권1

『청대선생문집』
권2

4

권상일
權相一

1679
1759

7월 16일, 향교에서 여러 선비들과 만나 태화강에
배를 띄우고 동파 노인의 적벽놀이를 이었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었다. 절구를 지어 여러 사람의
1제 1수
책상에 받들어 올렸다
七月旣望 校會諸儒 泛舟太和江 踵坡老赤壁之遊
實勝事也 賦絶句 奉呈僉案

5

권상일
權相一

1679
1759

두 번째 태화강 선유
後太和船遊

1제 1수

『청대선생문집』
권2

6

이여규
李汝圭

1713
1772

뱃놀이
船遊

1제 1수

『무민당문집』
권1

7

이준민
李俊民

1736
1799

한강에서 목여와(만중)와 함께 선유하다 2수
漢江與睦餘窩(萬中)船遊

1제 2수

『학고유집』
권1

8

이준민
李俊民

1736
1799

뱃놀이
船遊

1제 1수

『학고유집』
권1

9

이양오
李養吾

1737
1811

청대 권상일 선생의 태화강선유 시에 차운하다 3수
1제 3수
次權淸臺先生(相一)太和江船遊韻三首

10

김용한
金龍翰

국화 피는 가을에 10여 명의 친지와 구강에 배를
1738
띄우다
1제 1수
1806
菊秋與十餘親知汎舟鷗江

『염수헌문집』
권1

11

김용한
金龍翰

1738 형산강 배 안에서 오천 군수 농와 이동식에게 주다
1제 1수
1806 兄江舟中贈烏川倅李(東埴)

『염수헌문집』
권1

『반계선생문집』
권2

금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양주 군수 이사렴
1738
과 배를 같이 타고 서로 화답하다
1제 1수
1806
自金陵回適與李良州(思濂)同舟相和

『염수헌문집』
권1

13

정약용
丁若鏞

1762 남호에서 배를 띄우다
1836 南湖汎舟記

『여유당전서』
권14

14

조표
趙滮

여러 손님과 함께 앞강에 배를 띄우고 회문체를
1807
본받아 마침내 팔운일률을 읊다
1제 1수
1871
同諸賓泛舟前江效回文體遂吟八韻一律

『긍재유집』
권1

15

이정화
李鼎和

홍치석(영조)가 남쪽으로 노닐면서 나를 찾아왔
는데 때는 바로 팔월이었다. 이윽고 같이 배를 타
1811 고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서 장난스럽게 화
1제 3수
1860 답하다(약간 편)
洪穉錫(永祚)南遊訪余時正中秋因與乘舟遵海而
東戱和(若干篇)

『국역오산문집』
권1

16

이인중
李仁中

1825 태화강 배 안에서
1886 太和舟中

1제 1수

『간우유집』
권1

17

이인중
李仁中

7월 16일에 이회가(재도)・윤경성・정하수(석호)・윤
원숙(인석)・성강과 함께 태화강에서 뱃놀이를 하
1825
다.(임술년)
1제 1수
1886
七月旣望與李晦可(在鍍)尹景成鄭賀受(錫祜)尹元
叔(仁錫)性剛船遊太和江(壬戌)

『간우유집』
권1

18

이인중
李仁中

윤 병사가 7월 16일에 고을의 인사들과 함께 태화
1825 강에서 뱃놀이를 했는데 나도 초대받았다(기사년)
1제 1수
1886 尹兵使七月旣望與鄕人士船遊於太和江余亦見邀
(己巳)

『간우유집』
권1

19

박시무
朴時戊

1828 윤선응 병사의 ‘선유(仙遊)’ 시에 차운하다
1879 次尹兵使(善應)船遊韻

1제 1수

『소암문집』
권1

20

박시무
朴時戊

1828 이충익 사또의 ‘유화강(遊和江)’ 시에 차운하다
1879 謹次李明府(忠翼)遊和江韻

1제 1수

『소암문집』
권1

21

박시무
朴時戊

1828 태화강에 배를 띄우고 정성장(헌시)의 시에 차운하다
1제 1수
1879 汎舟和江次鄭聖章(憲時)韻

『소암문집』
권1

22

이회명
李會明

1851
1911

저문 봄, 태화강에서 뱃놀이하다
暮春船遊太和江

1제 1수

『묵은유고』
권1

23

이우락
李宇洛

1871
1951

임술년 16일에 온 고을의 여러 선비와 함께 태화
강에서 뱃놀이하다
1제 1수
壬戌旣望同一鄕多士船遊太和江

『가산문집』
권1

24

김정묵
金正默

1894 동생과 함께 배를 띄워 관광하다
1974 與舍弟泛舟觀光

1제 1수

『우산유고』
권1

25

이진영
李鎭泳

1919 임술년 16일에 태화강에 배를 띄우다
1993 壬戌旣望泛舟太和江

1제 1수

『급고실유고』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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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金龍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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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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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5편이다. 이 가운데 선유시가 24제 29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
산 정약용이 울산 남호(南湖)에서 배를 띄운 일과 감흥을 기록한 선유기
문 1편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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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5편의 선유작품은 논자가 울산지역 문집 등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
문에 논자가 알지 못하는 작품이 더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 그
러나 우선 이만큼의 자료로도 기존 연구와 비교해 분량 면에서 적지 않은
듯하다. 또 한 가지, 울산 선유시의 출현이 17세기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1. 울산 선유의 발생 배경
울산은 삼국시대 때 주요한 철 생산지의 하나였다. 여기서 생산되고 제
련된 철은 곧바로 경주로 유입되었기 때문에 울산은 신라의 주요 도시 가
운데 하나로 중요시되었다. 통일신라시대 때도 울산은 왕경(王京)의 관문
항(關門港) 역할을 담당하며 자못 번영을 누렸다.
그러나 고려시대 때 울산은 왕경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이 되었고, 왜(
倭)의 침입을 막아내는 관방도시로 기능했다. 이는 조선시대 때도 다르지
않았다. 조선 전기부터 조선이 종언을 고할 때까지 경상좌도병마절도영
이 울산에 있었고 경상좌수영도 한때 울산에 설치되었던 것은 그러한 사
정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때문에 울산은 문헌의 고장이라 일컬어지는 경상도에 속해있으면서도
문인층의 형성이 다른 고을에 비해 늦었다. 1530년에 완성된 『신증동국여
지승람』 『울산군』 <풍속>에 “무예를 숭상하고 장사를 잘한다.[尙武藝 好
商賈]”는 언급은 조선 전기 울산의 면모를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또한 당
시까지 울산에는 문과급제자가 없었다.
울산에 문인 또는 사족이라 할 수 있는 계층이 출현하는 것은 조선 후기
에 들어서이다. 임란 때 울산의 여러 인물이 의병을 일으켜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선무원종공신에 책봉되었다. 또 임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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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들이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자제들에게 문을 익히게 하면서 비로
소 울산에 문인층이 형성되었고, 그들이 소과와 대과에 합격함으로써 사
그런데 이처럼 문인층의 형성이 늦었던 것에 비해 울산에서 선유가 행
해지고 선유작품이 제작된 것은 다른 지역과 시간적 차이가 없다. ‘우리나
라의 유람문화는 병자호란이 끝난 조선 중기 이후에 크게 유행한 문화현
상’10)이고, 거기에는 선유도 포함된다. 현재 문헌상으로 확인되는 울산지
역 최초의 선유와 선유작품 제작은 1666년경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울
산지역의 선유와 선유작품 제작은 조선시대가 끝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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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층이 형성된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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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무과급제자가 대거 배출되었다. 임병양란 이후 원종공신과 무과급제

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진다.
울산에서 문인층의 형성과 거의 동시에 선유가 행해지고 선유작품이
제작되어 조선 후기 유람문화의 전국적 유행과 궤를 같이할 수 있게 한 원
동력은 어떤 것이었을까. 다음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지리적 요인으로 태화강을 들 수 있다. 울산에는 서에서 동으로
길이 46.02km, 유역면적 643.96㎢의 태화강이 흐른다. 이 강은 조선시대
읍치(邑治)가 있었던 하류에 이르면 폭이 넓어지고 물결이 잔잔해진다.
또한 신라시대 때는 자장율사가 태화강가에 태화사를 지어 나라의 안녕
을 빌었고, 고려시대 때는 성종이 태화루에서 지역인사들과 연회를 열었
다. 조선 전기에는 권근과 서거정 등이 태화루에 올라 기문과 시를 지었
고, 조선 후기에는 양안(兩岸)에 많은 누정이 세워졌다. 태화강이 가진 이
런 자연적・문화적 인자들은 울산 선유와 선유작품 출현에 필요한 첫 번째
요인을 만족시켰다.
9) “울산지방은 영남의 ‘하도(下道)’에 위치한 해읍(海邑)으로서 재지사족의 형성이 상도(上道)나 인근의 경
주지방에 비해 훨씬 늦었다. 이곳은 임란 당시 혁혁한 창의전공으로 인해 도호부로 승격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때부터 이 지방에 비로소 인물이 배출되고 문풍이 발흥하게 되었다.” 이수건, 『중간본
서문』 『죽오집』(울산, 1981), 1쪽.
10) 이상균, 앞의 논문, 2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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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회적 요인으로 문인층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임병양란 이후
울산의 주요 무반가문들은 그들의 지역적 위상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
반에 비해 사회적 위상이 높은 문반으로 이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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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인다. 현종 7년(1666) 병오 식년 생원시에 울산 출신 이동영과 그의 초
청으로 영천에서 울산으로 이거한 박창우가 동방입격한다. 이들의 주도
아래 숙종 4년(1678)에 구강서원이 세워지고 숙종 20년(1694)에는 사액을
받게 된다. 당시 구강서원 창건에 뜻을 같이했던 이들의 명단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 이들이 울산의 문인층을 형성함으로써 선유와 선유작
품 출현에 필요한 두 번째 인자를 채워주었다.
2. 울산 선유의 양상
본고의 고찰 대상인 선유기 1편과 선유시 24제 29수 중에는 같은 시기
에 제작된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선유의 횟수는 모두 22회이다. 이 가운
데 울산에서 행해진 선유가 17회이고 울산 이외의 지역에서 행해진 선유
가 5회이다. 여기서는 울산에서 행해진 17회의 선유를 대상으로 하여 시
기와 장소, 주체와 동기 등으로 나누어 그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울산에서 행해진 가장 이른 시기의 선유는 1666년경에 있었고 가장 늦
은 것은 1982년인데, 17세기 1회, 18세기 6회, 19세기 7회, 20세기 3회의
분포를 보인다.
계절별로는 봄 2회, 여름 1회, 가을 9회, 겨울 1회, 시기 미상 4회로 가을
이 압도적으로 많다. 간지가 확인되는 경우는 6회인데 임술년이 3회로 가
장 많으며, 월이 확인되는 경우는 10회인데 7월이 5회로 가장 많다.
즉 임술년 7월에 가장 빈번히 행해졌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울산 선유가
‘조선시대 선비들이 소동파의 『적벽부』에 바탕을 둔 선유를 가장 전형적인
형태로 인식’11)한 것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게 해 준다.

11) 김학수, 앞의 논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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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서 행해진 17회의 선유는 모두 태화강에서 이루어졌다. 시제에 태화
강으로 명기된 것이 13회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4회인데, 내용을 보면 모
울산지역에는 태화강 외에도 구강서원의 동쪽에 있는 동천과 태화강
남쪽에 있는 여천천, 태화강 상류의 대곡천, 울산 남쪽에 있는 회야강, 언
양의 남천 등이 선유가 가능한 곳인데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
눈여겨 볼만한 것은 태화강에서 출발한 선유가 지금의 울산 동구 앞바
다에 있는 어풍대와 대왕암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두 번 나타난다는 점이
다.12) 본래 선유는 공간의 이동으로 이어지는 속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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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태화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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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선유가 행해진 장소를 살펴보면,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울산지

처럼 강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형태는 기존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태화강과 울산만이 이어지는 울산의 지형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다
른 지역의 선유와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울산 선유를 주체별로 살펴보자. 대부분의 경우 선유는 누군가가 주인
이 되어 스승이나 벗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13) 울산의 경우
그 주인은 울산 문인이거나 울산에 부임한 문무 관원이었다. 17회 중 울
산 문인이 주인인 경우가 12회, 울산 관원이 주인인 경우가 4회, 울산을
찾은 다른 지역 문인이 주인인 경우가 1회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울산 문인이나 울산을 찾은 다른 지역 문인이 주인인
경우에는 자신과 가까운 문인이나 친척 등과 함께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선유가 행해졌고, 울산도호부사나 경상좌도병마절도사 등 울산 관원이
주인인 경우에는 비교적 대규모로 거행되었다.
특히 1735년부터 1738년까지 울산도호부사로 재임한 권상일이 개최한
선유는 매우 성대한 규모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일이 후대에까지 회자되
어 권상일이 이임한 60년 뒤에 울산문인 이양오가 그의 시에 차운한 작품
12) 부록의 작품번호 8번과 15번을 참조 바람.
13) 김학수, 앞의 논문,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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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기도 한다.
선유의 동기와 목적은 일정하지 않다. 때로는 우연한 만남에 따라 즉흥
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파한을 명분으로 하는 사회적・학문적 결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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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14)를 염두에 두기도 하며,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양행위의 일환’15)이
기도 하다. 울산에서 행해진 선유의 경우에도 이런 유형들이 대부분 나타
나는데 특이하게도 두 번째 유형은 드물다. 그러나 이런 동기와 목적은 완
전히 분리되지 않고 어느 정도 섞여 있게 마련이다.
울산지역은 문인사족층의 형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 늦었다. 이는 성리
학을 바탕으로 하는 사족중심체제가 공고화되어가던 조선 후기 사회에서
사회 전반의 모든 면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었다. 그래서 18
세기 중반 권상일은 “다른 고을에는 모두 읍지(邑誌)가 있는데 울산에는
없다.”16)고 했고, 울산 최초로 대과에 급제해 중앙 관직을 지낸 죽오 이근
오는 “나는 궁벽한 고을의 한미한 족속”17)이라는 탄식을 쏟았다.
다른 지역에 다 있는 읍지가 울산에는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울산이 문화
적으로 뒤처져 있었다는 것이며, 궁벽한 고을의 한미한 족속이라는 탄식
은 울산이 지역과 문벌이란 점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유만큼은 조선 후기 유람문화의 유행과 같은 시기에 울산에
서도 나타났고 이후의 시기에도 꾸준히 이어졌다. 당대의 울산 문인들이
의식했든 아니든 울산의 선유는 전국적인 유람문화의 유행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항상 늦다고 평가되던 울산으로서
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태화강이라는 자연환경과 마침 형성되기 시
작한 울산지역 문인사족층의 대두가 맞물렸기 때문인데, 바로 이 지점에
14) 김학수, 앞의 논문, 44쪽.
15) 한양명, 앞의 논문, 227쪽.
16) 권상일, 『학성지 서문』, 성범중·엄형섭, 『역주울산지리지Ⅰ』(울산, 울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2014), 165
쪽.
17) 이에 대해서는 엄형섭, 『죽오 이근오의 시에 보이는 안분의 의미』 『동양한문학연구』(제48집, 2017), 249275쪽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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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에 맞는 문화현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그
것을 통해 당대 지역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다.

1. 선취 지향
선유는 강이나 호수, 바다에서 배를 타고 행해진다. 결국 선유는 물과
배라는 매개가 절대적이다. 그런데 이 물과 배는 조선 후기의 문인들에게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Ⅲ. 울산 선유작품의 내용과 의미

Chapter 03

서 우리는 지역문화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사회전반적으로 낙후된 지

두 가지 장면으로 다가서게 된다. 하나는 소동파의 『적벽부』이고 다른 하
나는 주희의 『무이구곡도가』이다. 때문에 조선 후기의 문인들은 물과 배
에서 선취(仙趣)를 떠올리기도 하고 도체(道體)를 연상하기도 한다.
한양명18)이 농암의 뱃놀이는 세속의 가치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본질로 삼는 반면 퇴계의 뱃놀이는 구도의 행위로 파악한 것, 김원준19)이
퇴계의 선유시를 락(樂)과 흥(興)의 관점에서 살핀 것도 이런 점을 반영하
고 있다.
그런데 울산지역에서 제작된 선유작품에서는 ‘관수(觀水)’하면서 도체
를 떠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거의 전부가 선취지향적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다음은 울산 문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선유시를 제작한 이동영(
李東英)20)과 박창우(朴昌宇)21)의 작품이다.
18) 한양명, 앞의 논문, 225-226쪽.
19) 김원준, 『退溪 船遊詩를 통해 본 ‘樂'과 ‘興'』 『퇴계학논집』(제9집, 2011), 68-99쪽.
20) 이동영(李東英. 1635-1667)은 조선 후기 울산 문인이다. 본관 학성(鶴城), 자 화백(華伯), 호 이휴정(二休
亭)이다. 고을 남쪽 월진촌(越津村)에서 태어나 현종 7년(1666)에 생원시에 입격했다. 경주의 몽암 이채,
영천에서 울산으로 이거한 괴천 박창우 등과 동방이다. 구강서원 창건과 울산향교 운영 등 울산지역 문
인사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했다. 『이휴정선생문집(二休亭先生文集)』이 전한다.
21) 박창우(朴昌宇, 1636-1702)는 조선 후기 울산 문인이다. 본관 밀양(密陽), 자 여인(汝寅), 호 괴천(槐泉)이
다. 영천(永川) 괴하리(槐下里)에서 태어나 현종 7년(1666)에 생원시에 입격했다. 29세 때 울산으로 이거
했다. 성균관에서 수학하면서 미수 허목을 배알했다. 이동영, 아들 세도(世衜) 등과 함께 구강서원(鷗江
書院) 창건과 향사(鄕事)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괴천선생문집(槐泉先生文集)』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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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 배 안에서 괴천 박창우와 함께 읊다」
가을 강에 배 띄우니 푸른 하늘에 앉은 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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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달을 한껏 보고 긴 바람을 타네.
시선(詩仙)의 호한한 흥취는 우수(牛宿)와 두수(斗宿)에 닿고
소객(簫客)의 맑은 소리는 각음(角音)과 상음(商音)을 연주하네.
한 바탕 꿈같은 덧없는 삶은 깨고 취한 가운데 있고
온전히 펼쳐진 참된 경치는 그림 가운데 있네.
붉은 먼지에 온종일 바쁘던 나그네가
어쩌면 오늘은 강호의 느긋한 늙은이와 같네.
「和江舟中 與朴槐泉(昌宇)共賦」
秋水船如坐碧空 剩看明月御長風
詩仙浩興憑牛斗 簫客淸音奏角商
一夢浮生醒醉裏 十分眞境畵圖中
紅塵盡日紛忙客 何似江湖自適翁22)

「태화강 배 안에서 이화백의 시에 차운하다」
이슬 기운은 가을하늘에 빗기고 달빛은 허공에 가득한데
배를 사고 술을 사서 가벼운 바람에 내맡겼네.
날듯이 언뜻 인어의 굴을 지나고
아득히 멀리 옥황상제의 궁전과 통하네.
맑은 흥취가 절로 음악 소리 밖에 많거늘
호탕한 마음을 어찌 고기 병풍에서 취하랴?
파선(坡仙)은 이미 갔어도 그대가 이어받았으니
강호의 적막한 늙은이가 되지는 않겠네.

22) 이동영, 『이휴정선생문집』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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露氣橫秋月滿空 買船賖酒縱輕風
悠颺乍度鮫人窟 浩渺遙通玉帝宮

坡仙已去君猶繼 不作江湖寂寞翁23)

두 작품은 태화강에서 함께 선유하며 이동영이 먼저 읊고 박창우가 차
운한 것으로, 제작시기는 1666년경으로 추정된다. 두 작품 모두 ‘시선(詩
仙)’과 ‘파선(坡仙)’을 통해 자신들의 선유가 일상에서 벗어난 한적하고 여
유로운 것이며, 그것이 소동파의 적벽선유와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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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興自多歌管外 豪情何取肉屛中

Chapter 03

「和江舟中 次李華伯韻」

러내고 있다.
다음은 울산 문인 박민효(朴敏孝)24)의 작품으로, 제작 시기는 18세기 중
반이다.
「4월 16일 밤에 지포 권신지(한)・이경로와 함께 태화강에 배를 띄웠는데 신지가 시를 지
어 화답을 구하길래 마침내 차운하여 주다」
강 위의 달은 아득하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데
안개 낀 물결 십 리에 신선의 배를 띄웠네.
하늘빛은 고요히 낮아져 가까워지려 하고
산색은 하염없이 흘러가 머물지 않네.
세상엔 백년토록 전해지는 고사가 있거니와
청화한 사월은 상쾌함이 가을과 같네.
덧없는 살이에 이런 뜻을 얻기 어려우니
23) 박창우, 『괴천선생문집』 권1.
24) 박민효(朴敏孝, 1672-1747)는 조선 후기 울산 문인이다. 초명 망구(望久), 본관 고령(高靈), 자 사원(士源),
호 상체헌(常棣軒)이다. 상주(尙州) 외가에서 태어났고, 경종 1년(1721)에 생원시에 입격했다. 남곡 권해
가 울산에 유배 왔을 때 집지했고, 갈암 이현일과 상례(喪禮)를 문답했으며, 청대 권상일이 울산도호부사
로 재임할 때 이원담(李元聃)과 함께 울산 최초의 읍지 『학성지(鶴城誌)』를 엮었다. 『상체헌유집(常棣軒
遺集)』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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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새도록 흘러가며 쉬지 말아야하리.
「四月旣望夜 與權芝圃新之(澣) 李景老 泛舟太和江 新之賦詩求和 遂次以贈」
江月蒼茫江水悠 烟波十里放仙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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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光漠漠低將近 山色依依去不留
宇宙百年傳古事 淸和四月爽同秋
浮生此意知難得 終夜流沿且莫休25)

박민효가 두어 명의 벗과 함께 태화강에서 선유하며 지은 이 작품에서
도 파제(破題)에 ‘선주(仙舟)’를 제시했다. 이와 같이 ‘시선’, ‘파선’, ‘선주’를
포함한 ‘선(仙)’의 정서는 이후 울산 문인의 선유작품에서 그대로 이어지
는 주요 화소(話素)가 된다.
울산 관원이 주인이 되어 개최한 대규모 선유에서 제작된 선유작품도
마찬가지로 선취지향적이다. 고을을 다스리는 관원이 선유를 통해 지역
인사와 회합을 도모하는 자리라는 모임의 특성상 성리학적 질서를 의식
한 사교와 결속이라는 점이 개입될 수 있었을 테지만, 적어도 시에서는 그
런 점은 드러나지 않고 모두 한바탕 속세를 벗어난 신선의 풍류를 노래하
고 있을 뿐이다.
다음은 울산도호부사로 4년 가까이 재임하면서 울산지역에 문풍을 일
으킨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26)의 작품 2편이다.
「7월 16일, 향교에서 여러 선비들과 만나 태화강에 배를 띄우고 동파 노인의 적벽놀이를
이었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었다. 절구를 지어 여러 사람의 책상에 받들어 올렸다」
술동이를 잇대고 잔을 멈추지 않다가

25) 박민효, 『상체헌유집』 권1.
26)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은 조선 후기의 문신・학자이다. 본관 안동(安東). 자 태중(台仲), 호 청대(淸臺),
시호 희정(僖靖)이다. 상주 근암리 출생. 숙종 36년(171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그의 나이 57세
때인 을묘년(1735) 윤4월부터 60세 때인 무오년(1738) 12월까지 3년 9개월 동안 울산도호부사로 재임
하였다.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등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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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 도산(島山)을 바라보니 하구(夏口)인 듯한데
산천은 예와 같이 울울창창하네.

瓠尊相屬不停觴 醉後爭歌窈窕章
東望島山疑夏口 山川舊色鬱蒼蒼27)

「두 번째 태화강 선유」
설당(雪堂)의 늙은이만이 아름다움을 오로지하지는 못하리니
앞과 뒤의 청아한 놀이가 물 가운데 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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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七月旣望 校會諸儒 泛舟太和江 踵坡老赤壁之遊 實勝事也 賦絶句 奉呈僉案」

Chapter 03

취한 뒤에는 다투어 요조장(窈窕章)을 노래하네.

가을 잎은 시들어가고 서리와 이슬은 가득한데
둥근 달은 예와 같이 바다와 산에 공활하네.
시절이 시월을 만났으니 때는 이름이 아니나
세대가 천 년을 사이에 두었어도 뜻은 곧 매한가지이네.
갈매기 한 쌍이 홀연히 날아가니
외로운 학이 강동을 지나는 듯하네.
「後太和船遊」
不須專美雪堂翁 前後淸遊汎水中
凉葉凋新霜露滿 圓輪依舊海山空
節逢十月時非早 世隔千年趣卽同
鷗鷺一雙忽飛去 却疑孤鶴過江東28)

권상일은 1735년부터 1738년까지 울산도호부사로 재임했고, 그 가운데
어느 해 7월 16일과 10월 15일 두 차례 향교의 선비들과 함께 선유하고 위
에 보인 작품을 남겼다. 작품의 제목과 내용에서 설당옹(雪堂翁; 소동파)
27) 권상일, 『청대선생문집』 권2.
28) 권상일, 『청대선생문집』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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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풍류를 이어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선(仙)’ 외에 ‘고학(孤鶴)’을 등
장시켜 선취를 보다 강화했다.29)
울산을 찾은 다른 지역의 문인이 남긴 것으로는 정약용(丁若鏞)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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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범주기(南湖泛舟記)』가 있다.
남호(南湖)는 울산의 남호이다. 이 호수는 영보정(永保亭)의 동호(東湖)와 같은데, 동호
의 물은 조수가 물러나면 말라버려서 진흙의 불결한 빛이 그 정자를 더럽힌다. 남호는
아주 멀리 있어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기유년(1789, 정약용 28세) 가을
에 울산으로 아버님을 뵈러 갔을 때, 마침 중추의 밝은 달밤을 맞이했다. 몇몇 객(客)과
배를 띄우고 남호에서 놀았다. 어부에게 그물을 들어올리게 했으나 고기는 없었다. 그때
갑자기 청둥오리 떼가 날아와 수면에 내리더니 유유히 떠다녔다. 조금 지나자 모두 머리
를 거꾸로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에 하얀 물고기가 수십 마리가 물 위로 떠
올랐다. 노젓는 사람이 “오리가 고기를 잡아 그 골만 쪼아먹고 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건져서 회를 쳤더니 마치 은사(銀絲)와 같았다. 이것이 하나의 기이한 일이었다.
사죽(絲竹)의 즐거움은 없었지만 취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경주에 사는 사람이 가
야금을 들고 지나가길래 그에게 술을 주고 가야금을 타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혼자 노
래 부르고 가야금으로 화답을 하는데, 고운 음악 소리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것이 또
다른 기이한 일이었다. 이에 기문을 쓴다.30)

이 작품은 정약용이 28세 때인 1789년에 울산도호부사로 근무하는 아
버지 정재원31)을 뵈러 와서 제작한 것이다. 내용은 울산의 남호에서 몇몇
객과 함께 선유하며 술잔을 나누고 정담을 주고받았으나 사죽의 즐거움
이 없어 안타까웠는데 마침 가야금을 들고 지나가는 이가 있어 부족한 점
을 채웠다는 것이다. 역시 선유에서 도를 찾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한적하

29) 여기 등장한 학은 울산의 별호가 학성인 것을 의식한 결과이다.
30) 정약용, 『남호범주기』, 『여유당전서』 권14.
31) 정재원은 1789년 4월부터 1790년 11월까지 울산도호부사로 재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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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울산지역에서 제작된 선유작품이, 그 주체에 관계없이 모두
선취지향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에 많은 향을 끼친 인물이다. 또 문학상의 영향 이외에도 그의 적벽선유를
본떠 우리나라의 문인학사들은 7월 기망이 되면 강에서 선유하는 풍속이
있었고’,32) ‘동파의 적벽선유를 재현하는 뱃놀이는 시가 창작을 유발하는
동인(動因)이 되었다’.33) 조선 후기에 들어 유람문화가 유행하면서 선유
와 선유작품의 제작이 더욱 활발해졌고, 이것이 울산지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울산지역 선유작품이 선취지향적이라는 것은 동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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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동파와의 관계를 보면, ‘동파는 시와 문에 걸쳐 우리나라에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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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다.

적벽선유를 ‘문인들이 즐기는 멋진 풍류의 하나라는 인식’34) 아래 적극적
으로 수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조선 후기 울산지역 선유작품이 선취지향적인 까닭에 대해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당대 울산문인의 정서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조선 후기 들어 이전과는 달리 울산지역에서도 적지 않
은 수의 소과 입격자가 배출된다. 그들은 대과에 급제해 입신출세하겠다
는 꿈을 안고 성균관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들은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장벽을 느끼고 낙향하게 된다. 단 한 사람만이 대과에 급제해 실직을 역
임했지만, 그 또한 고위관료로 가는 길목에서 좌절하고 만다. 일부 벌열이
장악한 조정에 그들의 자리는 없었던 것이다. 울산문인들의 이런 정서가
그들의 선유작품을 선취지향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유대 강화
지금까지 확인된 울산 선유작품은 모두 2명 이상이 함께하는 상황에서
32) 허권수, 『소동파 시문의 한국적 수용』 『중국어문학』(제14집, 1988), 49쪽.
33) 강경희, 『조선시대 동파 적벽부의 수용-적벽선유와 적벽부 방작을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제61집,
2010), 414쪽.
34) 강경희, 위의 논문, 4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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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되었다. 그러나 선유가 비일상적인 행위이고 그것에 참여하는 인원
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유의 구성원은 어떤 식으로
든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리란 것을 유추하기는 어렵지 않다. 선유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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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가진 구성원 집단의 동류의식을 확인하고 그들 사이의 유대를 강
화하는 자리로 활용되곤 했다.
앞서 본 울산도호부사 권상일의 선유시가 창작된 동기는 시의 제목에
그대로 밝혀져 있다. 즉 향교에서 울산 선비들과 회합을 가졌고 마침 소동
파가 적벽에서 선유했던 7월 16일을 맞아 선유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리고 권상일은 그 일을 아주 대단한 일이었다고 감회를 남겼다. 당시 행해
진 선유에 참여한 울산 선비가 누구인지, 몇 사람이나 되는지에 대한 자료
는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 권상일 부사의 선유가 있은 지 꼭 60년 되던 해에 울산 선비 한
사람이 권 부사의 선유시에 차운한 작품이 확인된다. 다음은 반계(磻溪)
이양오(李養吾)35)의 차운시이다.
「청대 권상일 선생의 ‘태화강선유’ 시에 차운하다 3수」

청대 선생은 뛰어난 분인데
그 해 칠월에 감흥이 있었네.
배 가득 선비를 싣고
파선(坡仙)의 적벽놀이를 다시 이어받았네.

먼저 소인(騷人)을 술잔에 취하게 하고
다시금 시흥(詩興)을 이끌어 세 편을 읊었네.

35) 이양오(李養吾, 1737-1811)는 조선 후기 울산 문인이다. 본관 학성(鶴城), 자 용호(用浩), 호 반계(磻溪)이다. 울산도호부
남쪽 신경리(新庚里)에서 태어나 경주 지역 인사들과 교유가 많았다. 정조 10년(1786)에 석천(石川)으로 이거했고, 과거
(科擧) 이력은 없다. 그러나 대과에 급제한 4종제 근오가 항상 ‘우리 집안의 선생[吾家先生]’이라 칭할 정도로 학문의 성
취 정도가 높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반계선생문집(磻溪先生文集)』이 전한다.

150

마음은 강과 산에 굽이굽이 아득하였으리.

남쪽 고을의 배우는 자들이 의지할 곳을 얻었네.
선생이 떠난 지 이제 60년인데
당시의 푸른 강물을 떠올리며 함께 읊고 돌아오네.

「次權淸臺先生(相一)太和江船遊韻 三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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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선비들을 이끌되 마음 씀이 깊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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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헌(琴軒)에서 홀로 외로운 등잔을 마주하고 앉았어도

淸臺夫子蓋名流 興感當年七月秋
沙棠滿載靑衿士 重續坡仙赤壁遊

先許騷人醉羽觴 更牽詩興贈三章
琴軒獨伴孤燈坐 神往江山曲曲蒼

默誘靑衿用意微 南州學士得憑依
先生去後今周甲 追憶滄江共永歸36)

세 수로 구성된 작품 중 첫째 수에서 권상일이 뛰어난 분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곧장 당시의 선유로 화제를 돌렸다. 둘째 수에서는 업무에 시
달리던 분이 잠시 흥을 탈 수 있었음을 말하고, 셋째 수에서 60년이 지난
지금 당시를 떠올리며 마치 함께 시를 읊는 것 같다는 마음을 피력했다.
권상일의 선유는 그의 재임시기로 보아 1735에서 1738년 사이에 있었
던 일일 수밖에 없다. 이양오가 1737년생이니 두 사람은 서로 만났을 가

36) 이양오, 『반계선생문집』 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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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이양오는 권상일의 선유시에 차운하는 과정
을 통해 마치 6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같은 자리에 있는 듯이 깊이 교감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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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관원이 선유를 주도한 선유에 울산 문인이 참여해 차운시를 제작
한 경우가 두 번 더 보인다. 한 번은 이충익 울산도호부사가 주도한 선유
이고 다른 한 번은 윤선응 경상좌도병마절도사가 주도한 선유이다. 이 두
번의 선유에서 회합을 이끈 관원의 시는 남아 있지 않지만 그들의 선유시
에 차운했음을 밝히는 작품이 있다.
먼저 소암(小庵) 박시무(朴時戊)37)의 차운시이다.
「이충익 사또의 ‘유화강(遊和江)’ 시에 차운하다」
황룡연 아래에서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물결 따라 흔들리는 신선의 배는 으뜸가는 놀이이네.
갠 경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나절을 머물라 하고
이름난 구역은 주인이 있어 천 년을 기다렸네.
황량한 마을에 남은 안개는 어부의 집과 통하고
먼 포구에 돌아가는 돛대는 신기루를 맞이하네.
잔 가득 넘치는 술에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니
태화(太和)의 봄 뜻을 그 가운데서 구하네.
「謹次李明府(忠翼)遊和江韻」
黃龍淵下水東流 飄蕩仙舟此一遊
晴景要人留半日 名區有主待千秋
荒村斷靄通漁戶 極浦歸檣迓蜃樓

37) 박시무(朴時戊, 1828-1879)는 조선 후기 울산 문인이다. 본관 밀양(密陽), 자 규응(奎應), 호 소암(小庵)이
다. 박창우의 7세손으로 이원리(理原里)에서 태어났고, 정헌 이종상에게 질문하여 계발 받은 바 많았다.
문중의 인사들과 함께 의장계(義庄契)를 결성했고, 삼동 이재도, 간우 이인중 등과 교유했다. 『소암문집
(小庵文集)』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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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익은 1858년에서 1860년까지 울산도호부사로 재임했는데, 재임 중
었고 박시무가 차운했음이 드러나 있다. 내용에서 ‘이름난 구역은 주인이
있어 천 년을 기다렸다’, ‘잔 가득 넘치는 술에 백성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구절을 포함시켜 상대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표하고 있다.
박시무는 윤선응 병마절도사가 주최한 선유에도 참석해 차운시를 남겼
는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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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 가학루(駕鶴樓) 기문이 전한다. 시제에서 이충익이 먼저 선유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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滿酌江盃民共樂 太和春意箇中求38)

「윤선응 병사의 ‘선유(船遊)’ 시에 차운하다」
흔들거리는 신선의 배에 청아한 놀이가 실렸는데
천 년 전 적벽(赤壁)의 놀이 때와 똑같은 가을이네.
먼바다의 무더운 기운은 구름과 함께 흩어지고
하늘에 가득한 별과 달은 물과 함께 흘러가네.
장군의 고각(鼓角) 소리는 갠 하늘 너머에 퍼지고
주인 없는 강과 산은 땅끝까지 펼쳐져 있네.
술에 취한 손과 벗이 다투어 노래를 부르니
이름난 구역의 훌륭한 일이 이제부터 남아 전하리.
「次尹兵使(善應)船遊韻」
仙舟搖蕩載淸遊 赤壁千年此一秋
遙海炎氛雲共散 滿天星月水同流
將軍鼓角晴空外 公物江山地盡頭
醉裏賓朋爭唱和 名區勝事自今留39)

38) 박시무, 『소암문집』 권1.
39) 박시무, 『소암문집』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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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응은 1867년부터 1871년경까지 경상좌도병마절도사로 재임했
다.40) 수련에서 당시의 선유가 적벽선유의 재현임을 밝히고 이어 주변 정
경을 묘사한 다음 시의 후반부에서 장군(將軍)이란 말을 직접 노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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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를 추어올리고 있다.
같은 시기에 제작된 또 다른 작품으로 간우(艮宇) 이인중(李仁中)41)의
것이 있다.
「윤 병사가 7월 16일에 고을의 인사들과 함께 태화강에서 뱃놀이를 했는데 나도 초대받
았다. 기사년」
이 고을의 산과 물에서 이번 뱃놀이가 으뜸이 되니
마침 일이 천시(天時)를 얻어 7월 16일이네.
시인의 정취는 밝은 달인 듯 올라가고
장군의 기세는 큰 강처럼 흘러가네.
아름다운 꽃 그림자는 서늘한 물결에 떨어지고
옥피리 소리는 저물녘 돛대에 퍼지네.
물에 띄운 배가 한없이 흘러갈까 걱정하여
짐짓 긴 닻줄을 거두어 다시금 천천히 머물게 하네.
「尹兵使 七月旣望與鄕人士 船遊於太和江 余亦見邀 己巳」
玆鄕山水冠玆遊 會事天時旣望秋
詞客風情明月上 將軍氣勢大江流
瓊花影落凊波面 玉篴聲浮晩帆頭
恐放浮槎無限去 故收長纜更遲留42)

40) 박채은, 『통합울산선생안』(울산, 울산발전연구원, 2015), 56쪽.
41)) 이인중(李仁中, 1825-1886)은 조선 후기 울산 문인이다. 본관 학성(鶴城), 자 성원(性元), 호 간우(艮宇)이
다. 고을 동쪽 한천리(寒泉里)에서 태어났다. 향내 관원, 문인들과 창수한 시편들과 경주, 안동, 한양 등을
유람하면서 남긴 시편이 많다. 『간우유집(艮宇遺集)』이 전한다.
42) 이인중, 『간우유집』,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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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차이로 당대 울산의 대표적 문인으로 같은 시기에 활동했고 그들의 문
집 속에는 서로 긴밀하게 교유한 흔적들이 나타난다. 앞의 박시무 작품에
선응의 재임시기와 맞추어보면 여기서 기사년은 1869년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이인중은 45세, 박시무는 42세였다. 이 작품에서도 전체적인 의경은
앞 시와 동일하고 장군이란 말을 직접 드러낸 것도 같다.
다음 선유시는 언양 문인 김용한(金龍翰)43)이 10여 명의 구성원과 구강
서원 앞 태화강의 하류에서 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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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이지 않던 선유의 시기가 여기서는 기사년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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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제목에서 시가 제작된 배경을 알 수 있다. 이인중과 박시무는 세

「국화 피는 가을에 10여 명의 친지와 구강에 배를 띄우다」
다만 속세의 상념을 잊고자 하여
말을 버리고 그예 배에 올랐네.
가을날 강해(江海)에 노니는 나그네가 되고
하룻밤 풍류(風流)를 즐기는 신선이 되었네.
갈매기는 모래밭 가 달빛 아래 잠자고
사람은 거울 속 하늘 가운데 앉았네.
적벽(赤壁)의 뱃놀이 뒤에
우리의 일이 특별한 것으로 전해지리라.
「菊秋 與十餘親知 汎舟鷗江」
秖緣消世慮 舍馬强登船
江海三秋客 風流一夜仙
鷗眠沙上月 人坐鏡中天
赤壁之遊後 吾儒異事傳44)
43) 김용한(金龍翰, 1738-1806)은 조선 후기 언양 문인이다. 본관 경주(慶州), 자 운익(雲翼), 호 염수헌(念睡
軒)이다. 언양현 남쪽 명촌리(鳴村里)에서 태어나 백형 덕준(德峻)과 수오(睡聱) 서석린(徐錫麟)에게 학
업을 배웠다. 1789년(정조 13) 진사시에 입격했고 『염수헌문집(念睡軒文集)』이 전한다.
44) 김용한, 『염수헌문집』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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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제목에 가을과 선유를 배치하여 자연스레 적벽의 선유를 연상케
하고 시의 말련에서 그것을 확인시키고 있다. 그는 이날의 선유가 속세의
상념을 잊고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며 그것을 통해 풍류를 즐기는 신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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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었다고 노래하면서 자신을 포함한 10여 명이 가진 이날의 일이 매
우 특별한 일로 전해질 것으로 믿고 있다. 또한 그는 시의 마지막 구에서 ‘
오유(吾儒)’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그날 선유에 참석한 이들이 유자
(儒子)들임을 밝히는 동시에 그들 구성원 사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위의 몇 가지 유형의 선유시는 선유라는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
에서 산생되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거기에는 이양오의 경우처럼 직접
참여하지 않았어도 시를 통해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주로 차운하는 방식으로 동질감을 겉으로 드러내는 한편 시의
의경과 시어를 유사하게 구성하고 배치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시의 내용
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울산 선유작품에 나타나는 선취지향과 유대강화는 다른 지역의
선유작품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별
히 다른 점을 찾을 수 없다. 흔히 우리는 어떤 지역의 어떤 문화현상에 대
한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다른 지역과 변별되는 점을 보일 것이라 기
대하고 또 대개의 경우 그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선유작품의 경우, 창작 동기와 상황이 거의 동일하고 소동파의
적벽선유를 전범으로 여기고 그것을 재현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경
우가 많았기 때문에 지역에 상관없이 유사한 의경과 내용, 수사를 구사하
게 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것은 또한 울산 선유작품이 당대 전국적인 문화
현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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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정지역의 문화현상, 더구나 그것이 몇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현상이라는 것도 대개는 주변지역과 상호교섭하고 나아가 전국적인 문화
현상과 관련되게 마련이므로 그런 맥락을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울산에서 행해진 선유와 그에 따라 제작된 선유작
품에 주목하고, 그것을 통해 당대 울산지역 선유와 선유작품이 가지는 의
미를 고찰해 보았다.
우선 본고에서 정리하고 제시한 울산지역 선유의 양상과 선유작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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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주목해야 한다. 다만 특정지역의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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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 후기 유람문화 유행에 따라 제작된 산수유기(山水遊記) 가
운데 유산기(遊山記)에 대한 연구는 활발했으나 선유기(船遊記)나 선유시
(船遊詩)에 대한 연구는 소략했다’45) 점에서 울산지역 자료의 확보는 물론
다른 지역의 경우와 비교・종합 고찰하는 데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도 울산은 문화적인 면에서 낙후된 이미지가 있었다. 산업도
시란 말은 공해도시란 말로 치환되기 일쑤였고, 울산보다 작은 도시에도
다 있는 어떤 문화시설이 울산에만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들며 문화의
불모지란 표현도 자주 쓰였고 아직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런데 조선 후기 들어 전국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선유의 경우에는
울산에 즉각 수용되고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태화강이란 천혜
의 강과 마침 형성되기 시작한 문인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들
이 향유한 선유의 양상은 전국적인 현상과 동일한 면을 보이는 가운데 강
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장거리 선유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이
기도 했다.
선취지향과 유대강화는 울산 선유작품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45) 이상균, 앞의 논문,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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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지만 다른 지역과 크게 변별되는 지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울산 선유시가 당대 전국적인 문화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
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울산의 선유와 선유작품이 전국적 유행의 흐름을 그대로 반영
하고 있고, 그것은 자연환경과 사람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
문에 가능했다는 점은 현재의 울산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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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영, 『이휴정선생문집』
박창우, 『괴천선생문집』
박민효, 『상체헌유집』
권상일, 『청대선생문집』
이여규, 『무민당문집』
이준민, 『학고유집』
이양오, 『반계선생문집』
김용한, 『염수헌문집』
정약용, 『여유당전서』
조표, 『긍재유집』
이정화, 『국역오산문집』
이인중, 『간우유집』
박시무, 『소암문집』
이회명, 『묵은유고』
이우락, 『가산문집』
김정묵, 『우산유고』
이진영, 『급고실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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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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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1]

「태화강 배 안에서 괴천 박창우와 함께 읊다」
이동영
가을 강에 배 띄우니 푸른 하늘에 앉은 듯한데
밝은 달을 한껏 보고 긴 바람을 타네.
시선(詩仙)의 호한한 흥취는 우수(牛宿)와 두수(斗宿) 에 닿고
소객(簫客)의 맑은 소리는 각음(角音)과 상음(商音)을 연주하네.
한바탕 꿈같은 덧없는 삶은 깨고 취한 가운데 있고
온전히 펼쳐진 참된 경치는 그림 속에 있네.
붉은 먼지에 온종일 바쁘던 나그네가
어쩌면 오늘은 강호의 느긋한 늙은이 같네.

「和江舟中 與朴槐泉(昌宇)共賦」

秋水船如坐碧空 剩看明月御長風
詩仙浩興憑牛斗 簫客淸音奏角商
一夢浮生醒醉裏 十分眞境畵圖中
紅塵盡日紛忙客 何似江湖自適翁 (『二休亭先生文集』 卷1)

[작품번호 2]
「태화강 배 안에서 이화백의 시에 차운하다」
박창우
이슬 기운은 가을 하늘에 빗기고 달빛은 허공에 가득한데
배 사고 술 받아 가벼운 바람에 내맡겼네.
날듯이 언뜻 인어의 굴을 지나고
아득히 멀리 옥황상제의 궁전과 통하네.
맑은 흥취가 절로 음악 소리 밖에 많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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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 마음을 어찌 고기 병풍에서 취하랴?
파선(坡仙)은 이미 갔어도 그대가 이어받았으니
강호의 적막한 늙은이가 되지는 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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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江舟中 次李華伯韻』

露氣橫秋月滿空 買船賖酒縱輕風
悠颺乍度鮫人窟 浩渺遙通玉帝宮
淸興自多歌管外 豪情何取肉屛中
坡仙已去君猶繼 不作江湖寂寞翁 (『槐泉先生文集』 卷1)

[작품번호 3]
『4월 16일 밤에 지포 권신지(한)・이경로와 함께 태화강에 배를 띄웠는데 신지가 시를 지어 화답을
구하길래 마침내 차운하여 주다」
박민효
강 위의 달은 아득하고 강물은 유유히 흐르는데
안개 낀 십 리 물결에 신선의 배를 띄웠네.
하늘빛은 고요히 낮아져 가까워지려 하고
산색은 하염없이 흘러가 머물지 않네.
세상엔 백년토록 전해지는 고사가 있거니와
청화한 사월은 상쾌함이 가을과 같네.
덧없는 살이에 이런 뜻을 얻기 어려우니
밤이 새도록 흘러가며 쉬지 말아야 하리.

「四月旣望夜 與權芝圃新之(澣) 李景老 泛舟太和江 新之賦詩求和 遂次以贈」

江月蒼茫江水悠 烟波十里放仙舟
天光漠漠低將近 山色依依去不留
宇宙百年傳古事 淸和四月爽同秋
浮生此意知難得 終夜流沿且莫休 (『常棣軒遺集』 卷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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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4]
「7월 16일, 향교에서 여러 선비들과 만나 태화강에 배를 띄우고 동파 노인의 적벽놀이를 이었으니
실로 대단한 일이었다. 절구를 지어 여러 사람의 책상에 받들어 올렸다」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권상일
술동이를 잇대고 잔을 멈추지 않다가
취한 뒤에는 다투어 요조장(窈窕章)을 노래하네.
동쪽으로 도산(島山)을 바라보니 하구(夏口)인 듯한데
산천은 예와 같이 울울창창하네.

「七月旣望 校會諸儒 泛舟太和江 踵坡老赤壁之遊 實勝事也 賦絶句 奉呈僉案」

瓠尊相屬不停觴 醉後爭歌窈窕章
東望島山疑夏口 山川舊色鬱蒼蒼 (『淸臺先生文集』 卷2)

[작품번호 5]
「두 번째 태화강 선유」
권상일
설당(雪堂)의 늙은이만이 아름다움을 오로지하지는 못하리니
앞뒤로 이어진 청아한 놀이가 물 가운데 떠 있네.
가을 잎은 시들어가고 서리와 이슬은 가득한데
둥근 달은 예와 같이 바다와 산에 공활하네.
시절이 시월을 만났으니 때가 이른 것은 아니고
세대가 천 년을 사이에 두었어도 뜻은 곧 매한가지이네.
갈매기 한 쌍이 홀연히 날아가는데
마치 외로운 학이 강동을 지나는 듯하네.

「後太和船遊」

不須專美雪堂翁 前後淸遊汎水中
凉葉凋新霜露滿 圓輪依舊海山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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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逢十月時非早 世隔千年趣卽同
鷗鷺一雙忽飛去 却疑孤鶴過江東 (『淸臺先生文集』 卷2)

「뱃놀이」
이여규
서쪽 고을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드는 날
동쪽 바다는 눈 닿는 끝까지 온통 가을이네.
생황 노래는 구름 너머에 퍼지고
갈매기는 거울 가운데 떠 있네.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작품번호 6]

우리들은 기이한 기운이 많은데
이름난 구역은 훌륭한 놀이를 자랑하네.
돌아가는 상앗대가 늦어짐이야 무슨 상관이랴
저무는 햇살이 창주(滄洲)에 있는 것을.

「船遊」

西郡趨庭日 東溟縱目秋
笙歌雲外咽 鷗鷺鏡中浮
我輩多奇氣 名區詑勝遊
何嫌歸棹晩 落照在滄洲 (『无悶堂文集』 卷1)

[작품번호 7]
「한강에서 목여와(만중)와 함께 선유하다 2수」
이준민
서로 바라보자니 백발이 저물녘 물가에 어리는데
십 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 오늘 함께 배에 올랐네.
안개가 개니 도리(桃李)가 어여쁜 기생인 듯 늘어서 있고
낮이 고요하니 어룡(魚龍)이 그림 그린 누선(樓船)을 감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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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방한 흥취는 먼 바다 빛을 거두려 하고
청아한 노래는 반수 다리 가를 기억하려 하네.
서호(西湖)에서 마시는 술은 도무지 취하질 않으니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오늘 밤 나그네의 시름을 떨쳐버리기 어렵네.

긴 숲을 온통 거슬러 오르며 배를 돌리지 않으니
먼 산과 포구가 더욱 아득해졌네.
문장은 동국(東國)에서 그저 여사(餘事)일 뿐이나
밝은 달은 서호(西湖)에서 참으로 사랑스럽네.
난초 핀 물가에는 홍장(紅糚)이 들의 술자리를 따라오고
꽃그늘에선 옥절(玉節)이 시 짓는 자리에 오르네.
살다 보면 또한 기심(機心)을 잊을 때도 있나니
저무는 햇살과 갈매기 사이에 홀로 서 있을 때라네.

「漢江 與睦餘窩(萬中)船遊 二首」

華髮相看映晩洲 十年離合此同舟
烟開桃李排紅妓 晝靜魚龍抱畵樓
逸興欲收遼海色 淸歌猶記泮橋頭
西湖甘露還無力 難遣今宵送客愁

遡盡長林不返船 遙山極浦更蒼然
文章東國猶餘事 明月西湖正可憐
蘭渚紅糚隨野酌 花陰玉節上詩筵
人間亦有忘機處 獨立斜陽白鳥邊 (『鶴皐遺集』 卷1)

[작품번호 8]
「뱃놀이」
이준민
새벽녘에 함께 구강(鷗江)의 배에 오르니

164

Chapter 03

얼마간 호탕한 마음이 일어 신선이 부럽지 않네.
이름난 대(臺)에 이르기도 전에 정신은 이미 상쾌한데
돛에 가득한 바람 속에 차가운 기운이 들어 있네.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船遊」

平明同上鷗江船 三兩豪情不羨仙
不到名臺神已爽 一帆風裏御泠然 (『鶴皐遺集』 卷1)

[작품번호 9]
「청대 권상일 선생의 태화강선유 시에 차운하다」 3수
이양오
청대 선생은 뛰어난 분인데
그 해 칠월에 감흥이 있었네.
배 가득 선비를 싣고
파선(坡仙)의 적벽놀이를 다시 이어받았네.

먼저 소인(騷人)을 술잔에 취하게 하고
다시금 시흥(詩興)을 이끌어 세 편을 읊었네.
금헌(琴軒)에서 홀로 외로운 등잔을 마주하고 앉았어도
마음은 강과 산에 굽이굽이 아득하였으리.

묵묵히 선비들을 이끌되 마음 씀이 깊어서
남쪽 고을의 배우는 자들이 의지할 곳을 얻었네.
선생이 떠난 지 이제 60년인데
당시의 푸른 강물을 떠올리며 함께 읊고 돌아오네.

「次權淸臺先生(相一)太和江船遊韻 三首」

淸臺夫子蓋名流 興感當年七月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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沙棠滿載靑衿士 重續坡仙赤壁遊

先許騷人醉羽觴 更牽詩興贈三章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琴軒獨伴孤燈坐 神往江山曲曲蒼

默誘靑衿用意微 南州學士得憑依
先生去後今周甲 追憶滄江共永歸 (『磻溪先生文集』 卷2)

[작품번호 10]
「국화 피는 가을에 10여 명의 친지와 구강에 배를 띄우다」
김용한
다만 속세의 상념을 잊고자 하여
말을 버리고 그예 배에 올랐네.
가을날 강해(江海)에 노니는 나그네가 되고
하룻밤 풍류(風流)를 즐기는 신선이 되었네.
갈매기는 모래 가 달빛 아래 잠자고
사람은 거울 속 하늘 가운데 앉았네.
적벽(赤壁)의 뱃놀이 뒤에
우리의 일이 특별한 것으로 전해지리라.
「菊秋 與十餘親知 汎舟鷗江」

「緣消世慮 舍馬强登船
江海三秋客 風流一夜仙
鷗眠沙上月 人坐鏡中天
赤壁之遊後 吾儒異事傳 (『念睡軒文集』 卷1)

[작품번호 11]
「형산강 배 안에서 오천 군수 농와 이동식에게 주다」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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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쌍의 젓대소리가 저물녘 말 머리에 퍼지는데
풍류를 아는 태수가 큰 강에 배를 띄웠네.
우연히 가까운 곳에서 신은회(新恩會)가 있어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비로소 친한 벗들과 좋은 곳에서 노닐게 되었네.
동이 술에 안주는 소반 위의 잉어가 좋고
산과 강의 정취는 물에서 자는 갈매기가 알맞네.
우리의 놀이는 꽃을 구경한 뒤에 더욱 좋아서
밤이 깊도록 앉아서 가고 머묾을 안타까워하네.

「兄江舟中 贈烏川倅李聾窩(東埴)」

雙笛斜陽汎馬頭 風流太守大江舟
偶緣鄰近新恩會 始得親朋勝地遊
罇酒肴佳盤上鯉 林泉趣適水眠鷗
吾行正好看花後 坐待深宵惜去留 (『念睡軒文集』 卷1)

[작품번호 12]
「금릉에서 돌아오는 길에 마침 양주 군수 이사렴과 배를 같이 타고 서로 화답하다」
김용한
양주 태수는 온통 풍류스러워
술맛 좋은 금릉에서 잘 노닐었다고 하네.
아득하게 교룡 같은 구름은 해도(海島)에 이어지고
소슬하게 댓잎에 떨어지는 비는 황주(黃州)를 건너네.
부귀는 뜬구름 너머에서 모조리 잊고
강산은 돛배 머리에서 마음껏 보네.
못난 선비가 이 길에 함께함이 다행스럽기만 한데
사공은 무슨 마음으로 돌아가는 배를 재촉하는가?

「自金陵回 適與李良州(思濂) 同舟相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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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州太守儘風流 美酒金陵說好遊
漠漠蛟雲連海島 蕭蕭竹雨度黃州
渾忘富貴浮雲外 觀盡江山一帆頭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堪幸腐儒同此路 篙師何意促歸舟 (『念睡軒文集』 卷1)

[작품번호 13]
「남호 범주기」
정약용
남호(南湖)는 울산의 남호이다. 이 호수는 영보정(永保亭)의 동호(東湖)와 같은데, 동호의 물은 조
수가 물러나면 말라버려서 진흙의 불결한 빛이 그 정자를 더럽힌다. 남호는 아주 멀리 있어서 그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기유년(1789, 정약용 28세) 가을에 울산으로 아버님을 뵈러 갔을 때, 마침 중추의 밝은 달밤을 맞이
했다. 몇몇 객(客)과 배를 띄우고 남호에서 놀았다. 어부에게 그물을 들어올리게 했으나 고기는 없
었다. 그때 갑자기 청둥오리 떼가 날아와 수면에 내리더니 유유히 떠다녔다. 조금 지나자 모두 머
리를 거꾸로 하고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잠시 뒤에 하얀 물고기가 수십 마리가 물 위로 떠올랐다.
노젓는 사람이 “오리가 고기를 잡아 그 골만 쪼아먹고 버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것을 건져서 회
를 쳤더니 마치 은사(銀絲)와 같았다. 이것이 하나의 기이한 일이었다.
사죽(絲竹)의 즐거움은 없었지만 취하여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경주에 사는 사람이 가야금을 들
고 지나가길래 그에게 술을 주고 가야금을 타라고 하였다. 그 사람이 혼자 노래 부르고 가야금으로
화답을 하는데, 고운 음악 소리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이것이 또 다른 기이한 일이었다. 이에 기문
을 쓴다.

「南湖汎舟記」

南湖者 蔚山之南湖也 湖如永保亭之東湖 而東湖之水 潮退遂涸 泥滓不潔之色累其亭 若南湖者 特
遠而無所知名耳 己酉秋 得告覲于蔚 適値中秋月夜 與數客汎舟 游於南湖之上 令漁人擧網 無所得
忽有綠鴨一羣飛下水面 汎汎然曳水而行 少焉 悉翻頭入水 旣而白魚之浮水者數十 榜人之言曰 鴨
捕魚 囓其腦 而舍之也 取而膾之 若銀絲然 此一奇也 顧無絲竹之娛 將及醉而還 適有雞林客持伽倻
琴過者 與之酒 使鼓琴 其人乃自歌自琴以和之 靡曼可悅 又一奇也 聊記之 (『與猶堂全書』 卷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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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손님과 함께 앞강에 배를 띄우고 회문체를 본받아 마침내 팔운일률을 읊다」
조표

대나무가 예와 같이 상쾌한 기운을 돋우는 때.
돛에 가득한 바람을 가벼이 걸어놓고 손님 따라 낚시질하고
잔에 비친 달을 조금씩 기울이며 나의 근심을 쓸어버리네.
맑은 노래 속에 물에 임하니 밝음이 눈에 돌아오고
늦은 경치에 꽃을 찾아 즐거이 머리에 꽂네.
다정스런 이야기를 그대와 함께 나누며 취한 몸을 부축하는데
녹음이 향기로운 곳에 높은 누각이 아름답네.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한 줄기 갠 강이 옷깃처럼 앞에 둘러있고

Chapter 03

[작품번호 14]

【逆讀】
누각이 높아 경치 좋은 곳에 향기로운 그늘도 짙은데
흠뻑 취해 그대를 부여잡고 다정스레 함께 이야기하네.
머리에 아름다운 꽃을 꽂고 늦도록 경치를 즐기고
눈을 맑은 물에 돌려 맑은 노래를 부르네.
근심하는 사람은 달빛에 젖은 잔을 가만히 기울이고
낚시하는 사람은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돛을 가벼이 거네.
가을 기운은 상쾌하고 대나무는 예와 같은데
앞에 띠처럼 돌아가는 강이 활짝 개었네.

「同諸賓 泛舟前江 效回文體 遂吟八韻一律」

晴江一帶襟前繞 樹竹依然爽氣秋
輕掛帆風隨客釣 細傾盃月蕩人愁
淸歌踏水明回眼 晩景探花好揷頭
情話共君扶醉倒 綠陰芳處勝高樓 (『兢齋遺集』 卷1)

【逆讀】
樓高勝處芳陰綠 倒醉扶君共話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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頭揷好花探景晩 眼回明水踏歌淸
愁人蕩月盃傾細 釣客隨風帆掛輕
秋氣爽然依竹樹 繞前襟帶一江晴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작품번호 15]
「홍치석(영조)가 남쪽으로 노닐면서 나를 찾아왔는데 때는 바로 팔월이었다. 이윽고 같이 배를 타
고 바다를 따라 동쪽으로 가면서 장난스럽게 화답하였다 (약간 편)」
이정화
유람객의 시 짓는 지팡이는 남쪽 길을 가리키는데
연잎 배는 돛을 돌려 삼산(三山)으로 향하네.
큰 파도가 언덕을 치니 어룡(魚龍)이 물을 뿜고
지는 해가 강물에 비쳐 금수(錦繡)를 머금었네.
한 무리 백사장의 갈매기는 오랜 비에 젖었고
천년 된 고을의 학은 맑은 이내에 돌아오네.
뱃노래 몇 곡조에 찌든 마음이 씻기는데
하늘가 맑은 빛은 쪽처럼 푸르네. (연포에서 돌아가는 배)

셀 수 없는 파도가 몰아치는데
고래와 용이 울부짖어 형세를 거두기 어렵네.
배는 작은 지푸라기처럼 흔들리며 그예 가라앉을 듯하고
물결은 높은 벼랑을 치며 다시 머리를 드네.
지척의 부상(扶桑)은 아침해 뜨는 곳과 통하고
한 쌍의 어적(漁笛)은 가을이 왔음을 알리네.
시선(詩仙)은 느지막이 강호의 경치를 거두어
덧없는 삶에 한나절 유람을 얻었네. (바다를 보다)

깎아지른 연꽃 봉우리가 푸른 바닷가에 있는데
천 년의 물결이 바위 소리로 남아 있네.
신라왕의 옛 자취를 물어볼 사람 없어
부용검을 어루만지며 가을날에 어정거리네. (대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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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穉錫(永祚) 南遊訪余 時正中秋 因與乘舟 遵海而東 戱和若干篇」

遊子詩筇路指南 蓮舟歸帆向山三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驚濤拍崖魚龍噴 落照沈江錦繡含
一隊沙鷗沾宿雨 千年城鶴返晴嵐
棹歌數曲塵襟滌 天際澄光政似藍 右蓮浦歸帆

萬萬波波淢汨流 鯨咆龍吼勢難收
舟搖片芥還沈跡 浪搏危巖更擧頭
咫尺扶桑通早旭 一雙漁笛報新秋
詩仙晩拾江湖景 偸得浮生半日遊 右觀海

削出芙蓉碧海頭 千年鏜鞳石聲留
羅王古蹟無人問 撫劍徘徊八月秋 右大王巖 (『國譯五汕文集』 卷1)

[작품번호 16]
「태화강 배 안에서」
이인중
하늘 가득히 날리는 비가 외로운 배를 때리는데
눈으로 쓸쓸한 마음을 보내니 백로주(白鷺洲)에 가득하네.
시냇가 정자의 풍광은 꿈처럼 아득한데
남북으로 나뉘는 나루에서 멀리 머리를 돌리네.

「太和舟中」

滿天飛雨打孤舟 目送淸愁極鷺洲
溪榭風光如夢隔 渡分南北遠回頭 (『艮宇遺集』 卷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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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17]
「7월 16일에 이회가(재도)・윤경성・정하수(석호)・윤원숙(인석)・성강과 함께 태화강에서 뱃놀이를 하
다. 임술년」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이인중
천 년 동안 임술년이 몇 번이나 있었나?
예나 지금이나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네.
우연히 우리 고을 명사들의 모임을 만났는데
그예 오늘은 아름다운 곳을 노닐게 되었네.
달빛은 머물러 동파(東坡)의 적벽(赤壁)을 비추고
백로의 색은 환하게 이백(李白)의 백로주(白鷺洲)를 나누네.
어찌하면 비선(飛仙)을 모셔 거듭 여기에서 노닐게 할까?
뱃머리에 홀로 서 있노라니 마음이 느긋해지네.

「七月旣望 與李晦可(在鍍)・尹景成・鄭賀受(錫祜)・尹元叔(仁錫)・性剛 船遊太和江 壬戌」

千載幾回壬戌秋 古今江水相續流
偶値吾州名士會 轉成今日勝區遊
月光留照東坡壁 鷺色明分李白洲
那挾飛仙重此樂 船頭獨立意悠悠 ( 『艮宇遺集』 卷1)

[작품번호 18]
「윤 병사가 7월 16일에 고을의 인사들과 함께 태화강에서 뱃놀이를 했는데 나도 초대받았다. 기사년」
이인중
이 고을의 산과 물에서 이번 뱃놀이가 으뜸이 되니
마침 일이 천시(天時)를 얻어 7월 16일이네.
시인의 정취는 밝은 달인 듯 올라가고
장군의 기세는 큰 강처럼 흘러가네.
아름다운 꽃 그림자는 서늘한 물결에 떨어지고
옥피리 소리는 저물녘 돛대에 퍼지네.
물에 띄운 배가 한없이 흘러갈까 걱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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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짓 긴 닻줄을 거두어 다시금 천천히 머물게 하네.

「尹兵使 七月旣望與鄕人士 船遊於太和江 余亦見邀 己巳」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玆鄕山水冠玆遊 會事天時旣望秋
詞客風情明月上 將軍氣勢大江流
瓊花影落凊波面 玉篴聲浮晩帆頭
恐放浮槎無限去 故收長纜更遲留 (『艮宇遺集』 卷1)

[작품번호 19]
「윤선응 병사의 ‘선유(船遊)’ 시에 차운하다」
박시무
흔들거리는 신선의 배에 청아한 놀이가 실렸는데
천 년 전 적벽(赤壁)의 놀이 때와 똑같은 가을이네.
먼바다의 무더운 기운은 구름과 함께 흩어지고
하늘에 가득한 별과 달은 물과 함께 흘러가네.
장군의 고각(鼓角) 소리는 갠 하늘 너머에 퍼지고
주인 없는 강과 산은 땅끝까지 펼쳐져 있네.
술에 취한 손과 벗이 다투어 노래를 부르니
이름난 구역의 훌륭한 일이 이제부터 남아 전하리.

「次尹兵使(善應)船遊韻」

仙舟搖蕩載淸遊 赤壁千年此一秋
遙海炎氛雲共散 滿天星月水同流
將軍鼓角晴空外 公物江山地盡頭
醉裏賓朋爭唱和 名區勝事自今留 (『小庵文集』 卷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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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번호 20]
「이충익 사또의 ‘유화강(遊和江)’ 시에 차운하다」
박시무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황룡연 아래에서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물결 따라 흔들리는 신선의 배는 으뜸가는 놀이이네.
갠 경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나절을 머물라 하고
이름난 구역은 주인이 있어 천 년을 기다렸네.
황량한 마을에 남은 안개는 어부의 집과 통하고
먼 포구에 돌아가는 돛대는 신기루를 맞이하네.
잔 가득 넘치는 술에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니
태화(太和)의 봄 뜻을 그 가운데서 구하네.

「謹次李明府(忠翼)遊和江韻」

黃龍淵下水東流 飄蕩仙舟此一遊
晴景要人留半日 名區有主待千秋
荒村斷靄通漁戶 極浦歸檣迓蜃樓
滿酌江盃民共樂 太和春意箇中求 (『小庵文集』 卷一)

[작품번호 21]
「태화강에 배를 띄우고 정성장(헌시)의 시에 차운하다」
박시무
한편으론 지는 햇살이 비치고 한편 바람이 부는데
작은 배를 띄워 붉은 여뀌 핀 강을 내려가네.
하늘에 맞닿은 물의 빛은 끝이 없는 듯하고
끊어진 섬 사이 배의 행렬은 저절로 그 가운데 있네.
느긋이 열흘 동안 먹의 보루에 노닐다가
물결을 따라 종일토록 푸른 하늘에 앉았네.
세상일은 모두 잊고 성(城)가의 학이 되고 싶은데
큰 바다 동쪽 봉래와 영주가 지척에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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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汎舟和江 次鄭聖章(憲時)韻」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半面斜陽半面風 蘭檣浮下蓼汀紅
連天水色疑無外 斷島船行自在中
汗漫一旬遊墨壘 沿洄終日坐蒼空
飄然欲化城頭鶴 咫尺蓬瀛大海東 (『小庵文集』 卷1)

[작품번호 22]
「저문 봄, 태화강에서 뱃놀이하다」
이회명
흰머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늙었음을 알겠거니
가득한 술잔으로 종일토록 제각각 뜻을 실어내네.
뱃사공도 잠시 틈을 탄 정취를 아는 듯
앞 강에 비스듬히 배를 대고 기다리네.

「暮春 船遊太和江」

白首始知老此生 深杯竟日各輸情
梢工似識偸閒趣 來待前灘舟已橫 (『默隱遺稿』 卷1)

[작품번호 23]
「임술년 16일에 온 고을의 여러 선비와 함께 태화강에서 뱃놀이하다」
이우락
다행히 이 가을에 소동파의 옛일을 배우는데
아득하여 우화(羽化)하던 물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네.
우두(牛斗)는 예나 지금이나 밝게 빛나고
학성(鶴城)은 남북으로 큰 강이 흐르네.
퉁소 소리는 먼 구름에 막혀 끝내 가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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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소리는 이슬방울에 흘러 점점 싸늘해지네.
전쟁터의 묵은 먼지를 다시 씻어내기 어려워
문장의 남은 한을 돌아가는 배에 실었네.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壬戌旣望 同一鄕多士 船遊太和江」

學蘇遺跡幸斯秋 遠莫溯洄羽化洲
牛斗古今明月夕 鶴城南北大江頭
簫終轉縷雲遙遏 匏漸侵冷露滴流
戰壘前塵難更洗 文章餘恨載歸舟 (『可山文集』 卷1)

[작품번호 24]
「동생과 함께 배를 띄워 관광하다」
김정묵
오륙도 앞에 푸른 바다가 깊은데
너와 함께 오늘 배를 띄웠네.
싸움배가 오는 곳에 군용(軍容)이 씩씩한데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마음이 울렁이네.

「與舍弟 泛舟觀光」

五六島前碧海深 與君今日泛舟臨
蒙衝來處軍容壯 任意秋風運動心 (『又汕遺稿』 卷1)

[작품번호 25]
「임술년 16일에 태화강에 배를 띄우다」
이진영
태화강 가에 태화루가 있었는데
누각은 사라지고 강물만 밤낮으로 흐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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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거리는 물고기는 거울 속에서 헤엄치는 듯하네.
지금 사람에게 어느 곳이 푸른 갈대의 이슬일까?

만약 평생토록 산과 물의 즐거움을 누릴 수만 있다면
속세의 부귀영화는 구할 것이 없으리.

「壬戌旣望 泛舟太和江」

太和江上太和樓 樓廢江惟日夜流
泛泛船如天上在 粼粼魚若鏡中游

울산 선유 船(遊 의) 양상과 그 의미

옛사람은 부질없이 적벽의 가을을 서글퍼하였네.

Chapter 03

두둥실 떠 있는 배들은 하늘 위에 있는 듯하고

伊人何處蒼葭露 尙友空悽赤壁秋
若使一生山水樂 世間榮貴不須求 (『汲古室遺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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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이현주(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머리말
전국 벼루장의 분포와 벼루의 특징
울산 반구대 벼루석질
벼루장 유길훈 : 묵연(墨然)과 벼룻길
울산 반구대 벼루 : 연석(硯石)에서 석연(石硯)으로의 완성
1. 제작재료 - 반구대 일대의 연석(硯石)
2. 제작도구 -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연장
3. 제작과정 - 연석(硯石)에서 석연(石硯)으로
Ⅵ. 맺음말-울산 반구대 벼루의 전통적 가치와 예술미
Ⅰ.
Ⅱ.
Ⅲ.
Ⅳ.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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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본 고는 울산 반구대 일대 벼룻돌의 특징, 그리고 벼루장 유길훈의 생애

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와 벼루제작기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 연구이다.
현재 우수한 석질로 파악되며 생산되고 있는 국내 주요 벼룻돌은 충청
남도 보령의 남포석이라 불리는 백운상석, 충청북도 단양의 영춘자석, 충
청북도 전천의 상산자석, 울산의 반구대 언양녹석 등이다.
이 가운데 언양녹석으로 제작한 반구대 벼루는 울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 공예기술 가운데 울산 반구대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재로만 벼
루를 제작하고 있어 재료적인 측면에서 울산의 지역성을 확연하게 드러
내는 전통공예라 할 것이다.
울산 벼루장 유길훈은 전국의 석질을 찾아 이동한 인물로 마지막에 울
산 반구대 일대 석질을 접하고 나서 국내 최상의 벼루 석질이라 판단하고
이 지역에 정착한 인물이다. 이에 본고는 반구대 일대 벼룻돌 석질의 우수
성과 가치, 그리고 유길훈이 이동한 지역의 석질과의 비교, 유길훈 벼루의
제작과정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하였
다.
반구대 석재가 벼룻돌의 석질로 적합한 것을 발견한 시점은 2000년 즈
음으로, 그 계기로 유길훈이 울주군 반구대길에 정착하게 된다. 이후 그는
반구대 벼룻돌로 벼루를 제작해오다가 2017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6호 벼루장에 지정됨으로써 이 일대 벼루석질의 우수성이 본격적으로 주
목받기 시작하였다.
울산 반구대 일대 벼룻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벼루
생산지역의 벼룻돌 암석을 채취하여 과학적 조사를 의뢰하였다. 광물성
분, 화학적 특성, 그리고 벼룻돌의 성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리적 특
성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반구대 벼룻돌 암석은 호온펠스(회색세일)계열
로 타지역 벼룻돌과 비교하여 변성도가 높은 퇴적암 계열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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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의 전달이 용이한 편이다. 또한 단양암석이 강도가 약한 반면 보령,
진천과 더불어 울산 반구대 암석은 입자간 결합력이 중간 정도의 강도를
이 같은 반구대 벼룻돌 특성은 유길훈이 벼루를 직접 제작하며 체험적
으로 파악한 석질의 성격과 일맥상통한다. 표면의 강도와 마모율이 적당
해 봉망을 조밀하게 조각할 수 있으며, 입자내 공극으로 먹이 부드럽게 갈
리면서도 먹물의 발묵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다. 또한 중간 정도
의 강도 덕분에 조형표현에 있어 섬세함을 더할 수 있다.
반구대 벼룻돌은 쑥색(綠色)과 검붉은색(紫色)의 두 종류이다. 벼룻돌
로 많이 사용되는 오석(烏石)인 흑요보다는 강도가 높고, 보령 벼루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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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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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입자내 공극이 많아 흡수율이 높은 편이며, 입자간 결합력이 커서

서 최상으로 치는 백운상석과 견줄 수 있는 정도로 상질이다.
울산지역에서 산출되는 벼룻돌을 사용하는 유길훈은 벼루 제작도구와
제작기술에 있어서 또한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다. 벼루를 다루는 기능은
스승에게 전수받은 진천 상산벼루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으나 문양에서는
지역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계발하기도 한다. 전통적이고 자연미가 내재
된 벼루를 전통기법으로 제작하면 대략 5~7일간의 시일이 걸린다.
그의 벼루 연면은 약간 깊게 파서 먹을 갈다가 멈추면 먹물이 가운데로
몰리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연지에는 조각이나 문양을 넣지 않았다.
유길훈의 벼루에서 그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양이다. 사전 도안 없이 그의 머릿속에 구상한 대로 바로 완성되는
유길훈 벼루의 대표적인 문양은 용, 봉황, 학, 잉어, 매·란·국·죽, 십장생,
포도, 도화, 일월, 산수 등으로 폭넓은 편이다. 겉치레를 배제하고 간결한
문양을 갖춘 회문연(回文硯)과 심자연(心字硯), 삼우연(三友硯), 창호연(
窓戶硯), 문무연(文武硯) 등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한 문양을 통해 예술
성은 물론 실용성까지 갖추고 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의 문양을 벼루에 도입함으로써 울산 반구대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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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룻돌 석질의 바탕에 벼루제작기술과 울산적인 도안과 문양을 결합하여
울산의 전통성과 지역성을 구축하는 노력도 주목할 만하다.
반구대 벼룻돌, 울산 벼루장, 유길훈, 언양녹석, 지역성, 전통공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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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울산(蔚山)은 조선 건국 초기인 1397년(태조 6) 울주(蔚州)에 진(鎭)을
설치하여 병마사(兵馬使)가 지주사(知州事)를 겸하게 하다가, 1413년(태
종 13) 진을 폐지하고 울산군으로 이름을 바꾸어 비로소 울산이라는 지명
이 생겨났다. 이후 1417년(태종 17) 경상좌도병마절제사영(慶尙左道兵馬
節制使營)을 경주에서 울산 병영동(兵營洞)으로 옮기고, 1418년 염포(鹽
浦)를 개항해 왜관을 설치했으며, 1426년(세종 8)에는 하고 다시 진을 두
어 병마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가 지군사를 겸하다가 1437년 병영을 다
시 설치하였다. 같은 해 1월에 울산을 도호부(都護府)로 승격시키고, 판관
(判官)을 더 두었다가 8월에 다시 군(郡)으로 강등되었다.
또 1459년(세조 5)에는 동래에 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
軍節度使營)을 울산의 개운포(開雲浦)로 옮겨 조선 중기에 전국에서 병영
과 수영이 함께 설치된 유일한 지역이었다, 1510년(중종 5)에 삼포왜란으
로 염포가 폐쇄되고, 임진왜란 직전에 울산 수영은 동래로 옮겨갔다. 임진
왜란 때엔 울산 의병이 경주·울산을 수복하고 대구·창녕·동래까지 나아가
적을 무찌르는 등 큰 전공을 올렸다. 그 공으로 1598년(선조 31) 울산은 도
호부로 승격되고 병마절도사 겸 부사를 두었으며, 이듬해인 1599년에 임
진왜란의 피해로 자립할 수 없는 언양현을 울산도호부에 합쳤다가 1612년
(광해군 4)에 다시 현으로 복구시켰다. 1616년(광해군 8)에는 병마절도사
가 겸직하던 도호부사직을 전임의 도호부사를 두어 맡도록 하였다.1)
1) 『울산광역시사』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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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었다. 주진(主鎭)인 병영과 수영이 설치된 군사 요충지였던 까닭에
울산의 군영에서는 관청납품을 위한 물품을 제작하는 여러 분야의 장인
백동장, 장도장, 궁시장 등 전문분야가 있었을 것으로 기록과 구전으로 전
하고 있으나 그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울산은 17세기 이후 학성이씨(鶴城李氏)을 비롯한 울산의 여러 세
거가문에서 『이휴정집(二休亭集)』, 『괴천집(槐泉集)』, 『하계집(何溪集)』, 『
상체헌집(常棣軒集)』, 『학고유집(鶴皐遺集)』, 『반계집(磻溪集)』 , 『염수헌
집(念睡軒集)』 등의 문집을 간행해오는 문화적 풍토도 깊게 자리잡고 있
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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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필요로 했다. 특히 울산 병영에서의 전통 장인들은 소목장, 야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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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울산은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거점으로서 중요한 요지 중의 한

조선시대 울산지역 토산공물과 진상품의 경우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
理志)』, 『학성지(鶴城誌)』, 『영남읍지(嶺南邑誌)』 등에 의하면 정철(正鐵)
과 무쇠(水鐵), 마노석, 매칠(每柒)과 전칠(全柒), 밀랍(燭蜜), 부레풀, 닥
나무, 산닥나무, 가는 대, 왕대(簜) 등이 있어 이 지역은 예로부터 금속공
예와 목공예, 지공예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가 풍부했다. 이 외에도 나
무그릇, 자기, 도기 등의 생산이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울산지역 공예품은
다양했을 것이며 조선시대로부터의 자생적 전승 공예가 발달되었던 곳임
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벼루에 관련된 토산물이나 진상품의 구체적
인 기록 역시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런데 1967년부터 충청북도 진천에서 상산벼루를 제작하던 유길훈
(1949년생)이 2001년 울산 울주군 반구대 일대에서 벼룻돌을 발견하고 울
주군 반구대길에 정착, 벼루제작을 해오다 2017년 울산의 무형문화재 제6
호 벼루장에 지정됨으로써 이 일대의 벼루석질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이에 본 고는 울산 언양 반구대 일대 벼룻돌의 특징 , 그리고 벼루장 유
2) 『울산광역시사』 (울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 엄형섭, 「울산 지역 문집의 현황과 과제사적 위상」
(『동양한문학연구』43, 동양한문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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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훈의 생애와 벼루제작기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울산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통 공예기술 가운데 울산 반구대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재로만 벼루를 제작하고 있어 재료적인 지역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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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연하게 나타나는 공예기술이라 할 것이다. 울산 벼루장 유길훈은 전국
의 석질을 찾아 이동한 인물로 마지막에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석질을 접
하고 나서 한국에서는 최고의 벼루 석질이라 판단하고 정착한 인물이다.
그러므로 벼루석질로서의 반구대일대의 석질의 우수성과 가치, 그리고
유길훈이 이동한 지역의 석질과의 비교, 유길훈 벼루의 제작과정을 기록
하여, 타 지역과의 차별성과 그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울산의 지형과 지질 및 반구대 일대의 석질에 관한 연구는 반구대암각
화 연구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3) 울산 벼룻돌의 지질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연구성과로는 『대곡천 암각화군 일원의 지질
유산』(국립문화재연구소, 2012)이 있다. 대곡천 암각화군 일원의 지질유
산 분포와 한반도 중생대 퇴적분지의 특성 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이다.
이외에도 최근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활용 방안에 따른 연구보고서가 상
당수 발간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를 울산의 전통공예기술 영역에 반영하
여 울산의 지역성을 부각하는 작업이 요망된다.
한편 벼룻돌의 석질은 지질학이나 과학기술적 연구 측면인 반면 벼루
장의 생애와 제작기술은 구술사와 미술사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
이다.
현재 울산지역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3) 황상일, 박경근, 윤순옥, 「반구대 암각화의 주기적인 침수와 구성암석의 풍화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45(3) (대한지리학회, 2010.6), 342-359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지질다양성 : 울산편』 (국립문
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2012). : 임종덕・공달용・김태형・정승호・유영완, 『한국의 지질다양성: 울산
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대곡천 암각화군 일원의 지질 유산 : 울산편』 (2012).
: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 발굴조사보고서』 (2015). : 국립문화재연구소,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上,下』 (2019). : 황상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자연문화재연구실, 「제4장 자
연·명승 : 지질분야」, 『대곡천 암각화군 종합조사연구 보고서 下』 (국립문화재연구소,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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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울산 벼루장에 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한 편이다. 울산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 (울
화전수조사로 울산지역에서 분포된 157항목 중 36개 종목 검토하여 수록
하였다. 그러나 보고서의 성격상 울산지역 벼루장에 관한 연구는 간략하
며, 당시 새롭게 발굴되는 시점이라 현황 보고만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한편 울산 전역의 민속, 전통음악, 공연예술에 관해서는 그 문화적 성격
과 대표적 종목을 연구,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나 울산지역의 전통공
예기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학계에서
도 연구된 바 없다.4) 다행히도 최근 구술생애사의 관점에서 연구된 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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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광역시, 2017)는 전국광역자치 단체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지역 무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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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예기술에 관해서는 울산 옹기와 울산병영 장도장에 관한 연구 외

장인들의 관한 연구서가 발간되어 주목된다.5) 이 연구는 울산의 무형문화
재 중 장도장, 벼루장, 모필장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생애사를 정리한 구술
생애사 연구로, 울산지역 최초로 장인들의 구술생애사 연구서로써 그 가
치가 높다. 그러나 전통공예기술의 특성과 가치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연
구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지질학적 측면에서 울산 반구대 벼룻돌의 석질
을 파악한 후, 울산으로 이주해 온 벼루장의 생애와 그 벼루제작 기술의
특성과 가치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6)

4) 이상도, 「울산의 민속놀이 실태조사」(『울산학연구』, 2013). : 오진호, 「울산지역 전통음악의 자료현황과 연
구과제」(『울산학연구』, 2010). : 전우수, 「울산지역 공연예술 추이연구-광역시 승격 이후」(『울산학연구』,
2010) 등 이처럼 울산 음악과 공연예술에 관한 포괄적 시각에서의 연구성과에 비해 울산공예기술분야
에 관한 총체적 성격규명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개별 항목에 대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향후 정리되어
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5) 노경희, 『울산의 쟁이들』(울산발전연구원,2019).
6) 유길훈은 언양에 정착한 이후 ‘언양 녹석 벼루’로 지칭하면서 제작해 왔으며,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벼루
장 지정이후에는 울산 반구대 벼루, 언양 녹석 벼루, 울산 언양 녹석 벼루 등 다양하게 본인의 작품을 지
칭해왔다. 본 고에서는 지역성과 지리성을 고려한 바 유길훈이 벼룻돌을 반구대 일대에서 채취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울산 반구대 벼루’로 명명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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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국 벼루장의 분포와 벼루의 특징
우리나라의 벼루를 총칭해서 해동연(海東硯)이라 일컫는다. 이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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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비견하여 차별화시킨 용어로 파악된다. 문헌에 의한 벼루의 명칭
은 다양하다. 『고려도경(高麗圖經)』(1123)에는 ‘연왈피로(硯曰皮盧)’, 『훈
민정음(해례본)』(1446)에는 ‘벼로(爲硯)’로 기록되어 있고, 『두공부시경언
해(杜工部詩經諺解)』(1481)에 ‘삼협(三峽) 중(中)에 봉사(奉使)야 긴 됫람
부러셔 돌 벼로 얻도다’라고 하여 벼루를 ‘벼로’ 또는 ‘피로(皮盧)’라 지칭하
였다. 19세기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林下筆記)』에서도 ‘
벼루(硯)는 피로(皮盧)’라 하였다. 또한 벼루의 별칭을 ‘석우(石友)’라 의인
화하여 문방사우(文房四友)의 하나임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벼루의 종류는 그 분류기준에 따라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세분화될 수 있
다. 먼저 제작 재료에 따라 목연(木硯), 와연(瓦硯), 전연(塼硯), 도연(陶
硯), 니연(泥硯), 옥연(玉硯), 칠연(漆硯), 돌벼루(石硯) 등으로 나뉘고, 생
산지에 따라 위원연(평북 위원), 해주연(황해도 해주), 남포연(충남 보령),
정선연(강원도 정선), 단양연(충북 단양), 충주연(충북 충주), 진천연(충북
진천군 초평면 두타산7) 일대, 장수연(전북 장수군), 해남연(전남 해남), 공
주연(충남 공주 계룡산), 안동연(경북 안동), 고령연(경남 고령), 경주연(
경북 경주), 언양연(경남 언양) 등으로 분류된다.
또 벼루의 형태에 따라 원형, 타원형, 사각형, 팔각형 등의 도형계열과
사물의 형상을 본떠 제작한 일월연(日月硯), 용연(龍硯), 구연(龜硯), 두꺼
비연, 부채연, 풍자연(風字硯 등이 있으며, 여기에 문양이 조각되면서 장
식성과 심미성이 부여되는데 문양에 따라 벼루 명칭 분류는 더욱 다양해
진다.
특히 벼루에서 먹을 간 먹물이 담기는 오목한 부분을 연지(硯池)라 일

7)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과 괴산군 증평읍, 도안면 및 음성군 원남면, 맹동면에 걸쳐 있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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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硯), 태극연(太極硯), 일자연(一字硯), 안상연(眼象硯), 아자연(亞字硯)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안을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벼루의 원석 산지는 물론 벼루의
형태와 문양, 그리고 연지 모양의 선택 등에 따라 다양한 종류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조선시대는 유교문화의 전성기로 문방사보의 재질이 이전에 비해 더
욱 향상되고 그 종류도 다양화되었으며, 미적 완성도도 중요하게 평가되
었다. 조선시대 벼루 제작은 남포석, 안동석, 고령석, 평창의 자연석(紫硏
石), 풍천의 청연석(靑硏石), 종성의 자연석(紫硏石)과 오연석(烏硏石),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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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벼루는 필수적인 일상용품이긴 하나 문사들의 의식세계와 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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컫는데, 연지의 모양에 따라 문자연(文子硯), 운지연(雲池硯), 심자연(心

주석, 장연석, 정선석, 단양석, 진천석, 공주석, 경주석, 장수석, 언양석, 해
남석 등 벼룻돌의 산지를 중심으로 벼루제작이 수반되었다. 조선 초기 이
래로 붉은 빛을 띠는 자석연을 귀히 여겼으며, 이 중 특히 중국의 단계석
이나 흡주석과 비견되면서 두각을 나타낸 벼룻돌은 남포석과 위원석이었
다.
정조년간 이규경(李圭景 1778∼?)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
散稿)』 의 「연재변증설(硯材辨證說)」에서 우리나라 벼룻돌의 특색을 지역
별로 품평하면서 '연재(硯材)는 단지 돌만이 아니고 오동, 대, 갈대, 칠, 파
려석, 옥, 질그릇, 기와, 동, 철 모두 벼루(硏)로 제작할 수 있으니 어느 것
이든 막론하고 발묵되고 마르지 않는 것은 곧 그 재료다. 동쪽 우리나라의
벼루는 남포 보령에 위치한 오연석(烏硏石)과 위원의 화초석이 나라의 가
장 가품(佳品)이 되는 것은 중국에서는 유명하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른
다.'라 하였다.
또한 서유구(徐有榘 1754~1845)의 『임원십육지(林園十六志)』 「동국연
품(東國硯品)」에서나,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의 『연경재전집(硯經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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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集)』 권15 「쌍이연명(雙螭硯銘)」8)에서도 남포벼루와 위원벼루의 뛰어
남을 칭송한 바 있다. 실제로도 보물 제547호로 지정된 추사 김정희의 벼
루 세 점 가운데 두 점이 남포벼루일 정도로 남포벼루는 조선시대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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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들이 갖고자 열망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시대 벼룻돌 산지를 거점으로 전국을 풍미했던 전통적인
벼루제작은 근대에 이르러 양질의 벼룻돌 확보가 쉽지 않고 공장제 석회
암 벼루의 등장으로 그 명맥이 단절되기 시작한다. 더욱이 1992년 한중수
교로 중국산 벼루 제품이 급격하게 국내로 유입되고, 다양한 필기도구의
발달, 한자교육과 서예교육의 퇴조 등 여러 사회문화적인 변화로 기존의
수공예 방식 벼루 생산은 타산이 맞지 않게 되면서 기술장인들은 본업에
서 떠나게 된다.
특히 벼루의 주요재료는 석재로, 좋은 석질은 특정한 지역의 광맥을 따
라 형성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벼루제작을 위해서는 산출지역의 품질이
좋은 석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현재 벼루 생산의 명맥을 잇고 있는 것은 양질의 석재가 풍부한 충청남
도 보령(保寧)의 일명 남포석(藍浦石)으로 불리는 백운상석(白雲上石)과
충청북도의 단양 영춘자석, 그리고 충청북도 진천(鎭川)의 상산자석(常山
紫石)9)등이 있다. 남포벼루의 경우 가내수공업의 형태에서 벗어나 공장제
수공업으로 발전하여 1987년 그 기능을 보유한 김진한(金鎭漢)이 충청남
도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으며, 신명식은 영춘자석벼루로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되었다. 이들과 쌍벽을 이루는 인물
이 유길훈의 스승 김인수인데, 그는 충청북도 진천(鎭川)의 상산자석(常
山紫石)으로 벼루를 제작했었다.
8) ‘국수 신경록에게 부탁하여 위원자석으로 뿔없는 용 두 마리를 새긴 벼루를 제작하였다. 余嘗得渭原紫石,
托國手申敬祿者製雙螭硯, 銘曰, 水不耗, 發墨濃, 利筆鋒, 吾將以注灝噩, 不可以注仙釋, 吾將以草樂志, 不
可以草封禪, 仙釋之辭亂, 封禪之辭佞, 君子不之稱也.’ 위원벼루를 제작한 장인에 관한 기록이라 더욱 주
목할 만하다.
9) 상산자석은 진천의 옛 지명인 상산에서 나는 붉은 돌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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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벼룻돌 산지 및 벼루공방

울산
언양

반구대벼루
언양 녹석벼루

충남
보령

▷산지 : 보령시 웅천읍 상평리 일대
(예전 보령시 성주면 조계골 암석/현재 채취안함)
보령 남포벼루
▷공방 :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549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727-10)

▷산지 : 울주군 천전리 333-1 일대
(울산 울주군 두동면 반구대안길 254일대)
▷공방 :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안길 299(대곡리 884-3)

보유자
유길훈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
제6호(2017.11.2.)
김진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6호(1987.12.20.)
신근식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26호(1998.9.21)

경기도
이천

자석벼루

충북
단양

영춘 자석벼루

▷산지 : 단양군 영춘면 하리 일대
▷공방 : 단양군 영춘면 하리 305-1 영춘4길17

신명식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2008.10.10)

충북
진천

상산벼루

▷산지 :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영구리길 일대
(영수사 진입로 하천)
▷공방 : 진천군 문백면 사양리

권혁수
석진공방

경주

경주벼루

▷산지 : 경주시 현곡면 오류리 512번지 소현천 일대

▷산지 : 단군 영춘면 하리 일대
▷공방 : 경기도 이천 사음동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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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전국 벼룻돌 산지 현황

Ⅲ. 울산 반구대 벼루석질10)
1. 벼루석질의 주요 분포지와 특성
벼루를 생산하는 지역 중 대표적인 지역으로 국내에 총 5지역을 선정하
여 각 암석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역별로 충청남도 보령, 충청북도
단양과 진천, 강원도 정선, 울산 등을 선정하여 암석을 채취하고 이들 암
석에 대한 산출상태, 구성광물, 조직, 화학성분, 암석종류, 물리적 특성 등
을 조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10) 울산 벼룻돌 산지의 지질 특성과 벼룻돌의 과학적 분석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국내 대표적인
벼루생산지역의 산지를 직접 방문하여 벼룻돌 샘플을 촬영 및 채취하였고, 더불어 해당지역의 벼루 제작
자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장의 내용은 울산, 보령, 이천, 단양, 진천, 정선지역의 벼룻돌을 입수하여
부산대학교 지질환경학과 황진연 명예교수에게 과학적 분석을 의뢰한 결과 보고서를 요약하여 수록한
것이다. 경기도 이천벼루는 단양출토의 벼룻돌로 제작되고 있어 그 석재가 동일하다. 그리고 강원도 정
선 벼룻돌은 경기도 이천 신근식 선생이 제공한 것이다. 그래서 이 조사는 울산, 보령, 단양, 진천, 정선 5
지역의 벼룻돌을 대상으로 하였다. 황진연, 「벼루암석의 특성분석 보고서 (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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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개 지역의 현장에서 채취한 암석시료로 광물성분을 알아보기 위
한 편광현미경분석(5회), X-선회절분석(20회), 화학성분을 알아보기 위한
X-선형광분석(5회),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초음파속도(22회), 점
하중강도(44회), 흡수율(23회) 등을 실험하였다. 특히 벼룻돌의 성향과 밀
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물리적 특성을 위한 흡수율, 초음파 속
도, 점하중강도의 실험결과에 주목하였다.
흡수율 측정은 성형된 암석의 물에 대한 수분을 흡수하는 정도 및 암석
의 간접적인 공극률 정도에 관해 파악하는 것이다.11) 초음파 속도 측정은
성형된 암석의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여 암석 내 입자(광물) 간 결합 정도
를, 점하중 강도 측정은 암석 내 입자(광물) 간 결합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다.12)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1) 흡수율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형된 시료를 건조로에서 110℃로 약 24시간 가열하여 잔여수분
을 완전히 제거한 후 24시간 자연 상태에서 식힌 후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시료의 건조무게(w3)를 측정
한다. 측정이 완료된 시료는 물에 24시간 침수한 후 꺼내어 표면부를 종이타월(wiper)를 이용하여 표면
수분을 제거하고 침수무게(w2) 를 측정하여 흡수율을 구한다. [흡수율(%) : (w2-w3)/w3 × 100]. 동일
한 환경의 흡수율을 산정하기 위해 각 시료의 폭(d), 길이(l), 두께(t)를 각각 측정하여 시료의 표면적으로
구하였다. 표면적을 흡수율에 나누어 단위 면적당 흡수율을 비흡수율로 정의하고 산정하였다. [비흡수율
(%/cm2) : ((w2-w3)/w3 × 100)/((d×l)×2 + (d×t)×2 + (l×t)×2)]
12) 초음파 속도는 먼저 성형된 시료의 장축에 대해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초음파 발생기와
검출기에 윤활유를 발라 시료에 밀접시킨 후 초음파 기기로 다시 측정하였다. 점하중 강도는 성형된 시
료의 단축에 대해 버니어캘리퍼스와 점하중 기기를 각각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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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절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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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분석 실험에 사용한 암석시편13)

형성 후

13) 분석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내 암석절단기를 이용하여 직사각형의 형태로
성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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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석의 광물성분 분석 결과
(1) 편광현미경 분석
가) 충청남도 보령 : 흑색 셰일

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구성
광물

주구성광물: 석영, 점토광물
부성분광물: 백운모, 탄질물, 불투명광물

암석
기재

주로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들 흑색셰일은 주로 석영과 점토광물로 구성되
며, 백운모 및 탄질물 등을 함유한다. 또한 다량의
변질에 의해 형성된 미립의 녹니석(chlorite), 견
운모(sericite)등이 관찰된다., 동력변성작용에 의
해 석영(quartz)은 압쇄적인 입상을 나타낸다.

그림
설명

(A) 직교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B) 개방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C) 암석내 구성광물의 함량비 (Vol.%)
약어: Qtz; quartz(석영), P; plagioclase (사장석),
B; biotite (흑운모), CM; clay mineral (점토광물),
M; muscovite(백운모), C; calcite(방해석), RF;
rock fragment(암편)

나) 충청북도 단양 : 적색 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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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광물

주구성광물: 석영, 방해석, 점토광물
부성분광물: 흑운모, 불투명광물

암석
기재

주로 적색 셰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적색 셰일
중에는 흔히 실트크기의 석영입자와 점토 및 유
기물질의 교호로 인한 엽층이 발달한다. 주구성
광물은 아각 내지 각상의 석영, 방해석, 유기물,
운모질 점토광물이고 부성분으로 장석류, 흑운모,
불투명광물로 되어 있다.

그림
설명

(A) 직교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B) 개방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C) 암석내 구성광물의 함량비 (Vol.%)
약어: Qtz; quartz(석영), P; plagioclase (사장석),
B; biotite (흑운모), CM; clay mineral (점토광물),
M; muscovite(백운모), C; calcite(방해석), RF;
rock fragment(암편)

주구성광물: 석영, 장석류, 흑운모
부성분광물: 방해석, 점토광물, 불투명광물

암석
기재

전형적인 쇄설퇴적암조직 (fragmental texture)
을 나타낸다. 주된 쇄설성 퇴적물입자의 구성은
40%～50% 의 석영, 20% 내외의 장석, 8% 내외
의 흑운모로 되어 있다. 5% 내외의 방해석을 소
량 함유한다.

그림
설명

(A) 직교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B) 개방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C) 암석내 구성광물의 함량비 (Vol.%)
약어: Qtz; quartz(석영), P; plagioclase (사장석),
B; biotite (흑운모), CM; clay mineral (점토광물),
M; muscovite(백운모), C; calcite(방해석), RF;
rock fragment(암편)

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구성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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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청북도 진천 : 적색 셰일

라) 강원도 정선 : 회색 셰일
구성
광물

주구성광물: 석영, 흑운모
부성분광물: 장석류, 탄질물, 황철석, 불투명광물

암석
기재

주로 암회색 셰일로 구성되어 있다. 주구성광물
은 미립의 아각 내지 각상의 석영, 장석류, 흑운모
등으로 구성되며, 부성분으로 점토광물, 탄질물,
황철석, 불투명광물로 되어 있다.

그림
설명

(A) 직교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B) 개방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C) 암석내 구성광물의 함량비 (Vol.%)
약어: Qtz; quartz(석영), P; plagioclase (사장석),
B; biotite (흑운모), CM; clay mineral (점토광물),
M; muscovite(백운모), C; calcite(방해석), RF;
rock fragment(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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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울산광역시 : 호온펠스(회색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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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광물

주구성광물: 석영, 사장석
부성분광물: 방해석, 녹렴석, 녹니석, 불투명광물

암석
기재

등립상조직(granoblastic texture)을 가지는 석영
장석질 호온펠스(quartz feldsparthic hornfels)로
대상구조 (banded structure)를 나타내며 다소
신장된 규질대와 녹렴석으로 된 유색광물대가 호
상구조로 발달한다.

그림
설명

(A) 직교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B) 개방니콜하에서의 박편사진 (×20)
(C) 암석내 구성광물의 함량비 (Vol.%)
약어: Qtz; quartz(석영), P; plagioclase (사장석),
B; biotite (흑운모), CM; clay mineral (점토광물),
M; muscovite(백운모), C; calcite(방해석), RF;
rock fragment(암편)

(2) X-선회절 분석
가) 충청남도 보령 : 흑색 셰일
분말

점토

나) 충청북도 단양 : 적색 셰일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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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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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청북도 진천 : 적색 셰일
점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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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강원도 정선 : 회색 셰일
분말

점토

마) 울산광역시 : 호온펠스
분말

점토

바) 전체 광물의 정량분석 결과
시료
채취
위치

일반 조암광물(%)
PlagioKQuartz
clase feldspar

보령

0.4

4.2

42.1

점토광물(%)
Chlorite Kaolinite

Mica

Calcite

Pyrite

22.6

2.2

0.0

5.8

0.7

Illite

Smectite

21.8

0.1

단양

4.0

11.6

35.7

15.4

6.2

0.0

4.2

2.7

21.4

0.1

진천

3.9

11.1

35.4

18.5

7.6

0.0

2.2

2.3

23.9

0.1

정선

0.2

4.7

32.7

37.5

0.6

7.9

0.2

0.1

28.2

0.0

울산

11.1

22.5

24.8

3.4

8.2

0.0

8.3

15.2

4.3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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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석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
5지역의 암석 시료는 화학 분석을 위해 X-선 형광분석(XRF)을 수행하였
다. XRF분석을 통한 전암분석은 주로 암석의 화학적 특성을 검증 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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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암석의 SiO2, TiO2, Al2O3, FeO, CaO, MgO, MnO, K2O, Na2O,
P2O5 등의 성분을 분석하여 그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전암 분석을 통
하여, 암석종의 판단과 동일 암석의 주구성 성분의 변화를 분석 비교함으로
써 화학적 풍화가 어느 정도 진행 되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전암분석을 이용한 풍화정도를 알 수 있는 풍화지수에는
화학적변질지수(CIA), 화학적풍화지수(CIW), 사장석변질지수(PIA) 등이
있으며, 풍화지수들을 비교해서 풍화 정도를 판별하고 대상으로 한 시료가
화학적 풍화의 최종산물까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 판별 할 수 있다.
가) 풍화지수의 산정
풍화지수

계산방법

Reference

CIA

[Al2O3/(Al2O3+CaO+Na2O+K2O)]*100

Nesbitt and Young(1982)

CIW

[Al2O3/(Al2O3+CaO+Na2O)]*100

Harnoiw(1988)

PIA

[SiO2/(SiO2+Fe2O3+CaO)]*100

Reiche(1973)

나) 암석 및 광물의 CIA 풍화지수 값
Minerals and Rocks

Values of CIA

Minerals and Rocks

Values of CIA

Unaltered albite

50

Fresh granodiorite

45-55

Unaltered anorthite

50

Idealized muscovite

75

Unaltered K-feldspar

50

Illite

75-85

Diopside

0

Smectite

75-87

Fresh basalts

30-45

Kaolinite, Gibbsite, Chlorite

100

Fresh granites

45-55

Shale

70-75

다) 전암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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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채취
위치

Al2O3

CaO Fe2O3*

K2O

MgO

MnO

Na2O

P2O5

SiO2

TiO2

L.O.I.

total

보령

19.5

0.1

5.3

0.9

0.14

0.00

0.14

60.5

1.1

3.9

99.9

8.2

15.4

2.9

6.2

3.5

3.6

0.07

1.01

0.24

60.2

0.8

5.9

99.8

15.2

5.6

6.2

3.9

3.3

0.10

0.55

0.27

56.0

0.7

8.2

99.9

정선

17.9

0.9

11.2

6.7

1.8

0.07

0.00

0.36

55.9

1.5

3.5

99.8

울산

12.4

7.6

4.2

2.6

3.4

0.10

2.72

0.23

58.4

0.5

7.8

99.9

전암결과를 근거로 계산된 풍화지수 값들은 아래와 같다. 풍화지수 중
CIA와 CIW는 값이 클수록 풍화가 더욱 심화된 것이고 반대로 PIA는 값이
커지면 더 적게 풍화된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보령과 정선 암석의 상
대적으로 높은 CIA 값 및 CIW 값과 낮은 PIA 값은 퇴적암인 암석의 변성
도가 매우 낮거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양과 진천의 암석은 중간단계
의 변성정도를 경험한 암석이며, 울산의 상대적 낮은 CIA 값 및 CIW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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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풍화지수 산정

Chapter 04

단양
진천

높은 PIA 값은 가장 많은 변성을 받은 암석인 것을 의미한다.
시료명

CIA

CIW

PIA

보령

78.3

99.4

68.6

단양

67.4

79.6

73.6

진천

60.2

71.2

72.4

정선

70.2

95.3

65.8

울산

48.9

54.5

77.9

CIA

PIA

(2) 화학적변질지수(CIA)와 산화물량의 비교
전암결과를 근거로 계산된 풍화지수 값들과 산화물간의 관계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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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풍화에 의해 용탈과 잔류되는 주원소들의 양상을 잘 설명해준다. 즉 풍
화가 진행될수록 CaO, Na2O, K2O, SiO2 의 양은 용탈에 의해 감소하고,
Al2O3, Fe2O3*, TiO2, L.O.I의 함량은 증가하는데, 이는 풍화의 진행으로

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암석의 주구성원소는 용탈되어 빠져나가고, 점토광물의 주원소들은 잔류
하기 때문이다.
Al2O3와 SiO2 등 풍화에 의해 증가되는 성분

변질에 따른 광물과 화학적 특성

(3) 풍화이력 분석
전암결과를 근거로 기존에 알려진 주원소들과 광물 및 암석들 간의 관
계를 이용하여 삼각다이어그램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대상암석
의 풍화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처럼 광물 및 암석이 표시된
삼각다이어그램에 연구지역의 암석을 각각 도시한 결과, 울산이 가장 신
선한 장석에 가까운 것으로 도시되며, 그 다음 순서대로 진천, 단양, 정선,
보령 순으로 보령이 가장 풍화가 많이 되었고 이는 보령의 퇴적암이 변성
정도가 가장 낮은 암석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풍화지수의 분
석 결과와 잘 부합한다.
3) 암석의 물리적 특성분석 결과
5지역의 암석시료는 물리적 특성분석을 위해 흡수율, 초음파측정, 점하
중강도 등을 수행하였다.
(1) 흡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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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의 암석 시료에 대해 흡수율을 23회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보령

시료명

시료
무게(g)

비흡수율
흡수
흡수율(%) (100×(%/
무게(g)
cm3))

두께
(cm)

길이
(cm)

높이
(cm)

표면적
(cm3)

BL-1

164.18

164.36

0.11

1.76

8.54

3.97

111.8

BL-2

150.39

150.57

0.12

0.115

1.75

7.52

4.20

104.2

BL-3

220.14

220.38

0.11

0.077

1.76

9.57

4.79

142.2

BL-4

88.27

88.35

0.16

0.134

1.67

5.72

3.27

67.4

0.12

0.106

평균

단양

DY-1

221.40

222.07

0.30

0.219

2.13

6.80

6.10

137.9

DY-2

237.99

238.65

0.28

0.203

2.31

6.63

5.92

136.5

DY-3

208.61

209.20

0.28

0.219

2.04

6.41

6.10

129.2

DY-4

215.19

215.80

0.28

0.212

2.06

6.55

6.21

133.9

0.29

0.213

평균

진천

0.098

JC-1

60.99

61.30

0.51

1.302

2.08

4.08

1.79

39.0

JC-2

71.72

72.07

0.49

0.830

2.03

3.91

3.61

58.8

JC-3

72.34

72.71

0.51

1.020

3.11

2.30

3.31

50.1

JC-4

53.12

53.34

0.41

0.818

1.42

5.10

2.77

50.6

JC-5

36.66

36.92

0.71

1.891

1.91

2.39

3.30

37.5

0.53

1.173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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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JS-1

56.14

56.37

0.53

0.747

1.21

3.95

4.39

54.9

JS-2

87.52

87.66

0.54

0.203

1.17

5.84

4.64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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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3

55.75

55.99

0.54

0.791

1.21

3.83

4.48

54.4

JS-4

85.29

85.48

0.57

0.254

1.66

4.47

5.95

87.8

JS-5

58.72

58.92

0.54

0.608

1.21

3.77

4.71

56.0

0.54

0.520
4.02

7.76

152.6

평균

울산

US-1

195.65

195.83

0.55

0.060

3.83

US-2

122.85

122.97

0.55

0.102

2.44

3.26

7.00

95.7

US-3

80.68

80.76

0.55

0.119

1.95

4.08

5.60

83.4

US-4

25.25

25.30

0.55

0.680

1.81

1.96

2.92

29.1

US-5

29.46

29.52

0.55

0.636

2.20

3.36

2.72

32.0

0.55

0.319

평균

아래 그림은 각 지역에서 측정한 흡수율에 대해 산술평균을 구해 도시
한 것이다. 흡수율은 진천과 정선, 그리고 울산이 0.55 내외의 값으로 가
장 높은 값을 보이는 반면, 보령의 암석은 수분 흡수율이 가장 낮다. 하지
만 표면적을 적용한 비흡수율 값은 진천 암석이 가장 높았으며, 정선, 울
산, 단양, 보령 순으로 비흡수율의 값이 낮아진다. 이는 진천과 정선 및 울
산 암석은 입자 내 공극이 많고, 단양과 보령은 입자 내 공극이 적다는 것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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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지역의 암석 시료에 대해 초음파속도를 22회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길이(cm)

시간(us)

탄성파속도(km/s)

BL-1

7.78

6.6

11.8

BL-2

6.86

5.5

12.5

BL-3

9.11

9.1

10.0

BL-4

5.78

3.6

16.1

6.2

12.6

평균

단양

DY-1

5.61

4.2

13.4

DY-2

5.59

4.0

14.0

DY-3

5.76

3.1

18.6

DY-4

5.76

3.8

15.2

평균

진천

3.8

15.3

JC-1

3.11

2.5

12.4

JC-2

3.08

2.8

11.0

JC-3

3.13

2.9

10.8

JC-4

4.32

3.4

12.7

JC-5

3.01

0.3

100.3

2.4

29.5

평균

정선

JS-1

4.08

1.2

34.0

JS-2

4.73

1.1

43.0

JS-3

4.10

0.6

68.3

JS-4

5.18

1.8

28.8

JS-5

4.45

0.8

55.6

1.1

45.9
18.5

평균

울산

US-1

5.75

3.1

US-2

5.50

2.9

19.0

US-3

4.67

1.4

33.4

US-4

2.43

평균

1.6

15.2

2.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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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시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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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음파 속도 측정

아래 그림은 각 지역에서 측정한 탄성파속도에 대해 산술평균을 구해
도시한 것이다. 탄성파 속도는 정선 암석이 가장 빠르며, 진천, 울산, 단
양, 보령 순으로 탄성파 속도가 느려진다. 전체적으로 진천과 정선, 그리
고 울산은 대체로 탄성파속도가 빠르며, 단양과 보령은 느리다. 이는 진천
과 정선, 그리고 울산 암석은 대체로 입자간 결합력이 커서 탄성파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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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이하며, 단양과 보령 암석은 결합력이 낮아 탄성파의 전달이 느리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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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하중 강도 측정
5지역의 암석 시료에 대해 점하중강도를 44회 측정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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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폭(mm)

하중P(kgf)

점하중강도(Is)

F

Is(50)

qu(kgf/㎠)

BL-1-1

17.5

1135

370.60

0.62

229.8

3447

BL-1-2

17.5

1127

368.00

0.62

228.2

3423

BL-1-3

17.5

955

311.80

0.62

193.3

2900

BL-2-1

17.5

912

297.80

0.62

184.6

2769

BL-2-2

17.5

790

258.00

0.62

160.0

2400

BL-3-1

17.5

863

281.80

0.62

174.7

2621

BL-3-2

17.5

1002

327.20

0.62

202.9

3044

BL-4-1

17.2

617

208.60

0.62

129.3

1940

BL-4-2

17.2

769

259.90

0.62

161.1

2417

DY-1-1

20.8

580

134.10

0.67

89.8

1347

DY-1-2

20.8

920

212.60

0.67

142.4

2136

DY-1-3

20.8

427

98.70

0.67

66.1

992

DY-1-4

20.8

832

192.30

0.67

128.8

1932

DY-2-1

23.4

983

179.50

0.71

127.4

1911

DY-2-2

23.4

1086

198.30

0.71

140.8

2112

DY-3-1

20.1

749

185.40

0.66

122.4

1836

DY-3-2

20.1

567

140.30

0.66

92.6

1389

DY-3-3

20.1

855

211.60

0.66

139.7

2096

20.5

1270

302.20

0.67

202.5

3038

20.5

565

134.40

0.67

90.0

1350

JC-1-1

8.5

278

384.80

0.45

173.2

2598

JC-2-1

7.3

205

384.70

0.42

161.6

2424

8.6

272

367.80

0.45

165.5

2483

8.0

297

464.10

0.44

204.2

3063

JC-4-1

8.4

303

429.40

0.45

193.2

2898

JC-5-1

9.1

275

332.10

0.46

152.8

2292

JC-5-2

9.1

401

484.20

0.46

222.7

3341

JS-1-1

12.0

692

480.60

0.53

254.7

3821

JS-1-2

12.1

445

303.90

0.53

161.1

2417

JS-2-1

11.6

681

506.10

0.52

263.2

3948

JS-2-2

11.6

461

342.60

0.52

178.2

2673

JS-3-1

11.9

730

515.50

0.52

268.1

4022

JS-3-2

11.9

649

458.30

0.52

238.3

3575

JS-4-1

11.8

819

588.20

0.52

305.9

4589

JS-4-2

11.8

471

338.30

0.52

175.9

2639

JS-4-3

11.8

583

418.70

0.52

217.7

3266

JS-5-1

12.2

656

440.70

0.53

233.6

3504

US-1-1

26.0

1604

237.30

0.75

178.0

2670

US-1-2

26.0

1352

200.00

0.75

150.0

2250

US-2-1

22.3

1432

288.00

0.70

201.6

3024

US-3-1

19.1

1208

331.10

0.65

215.2

3228

US-3-2

19.1

882

241.80

0.65

157.2

2358

US-4-1

15.1

686

300.90

0.58

174.5

2618

US-5-1

22.0

1065

220.00

0.69

151.8

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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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3-1
JC-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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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4-1
DY-4-2

5지역의 암석 시료에 대해 점하중강도를 평균 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보령

BL-1

17.5

1072.3

350.1

0.6

217.1

3,257

BL-2

17.5

851.0

277.9

0.6

172.3

2,585

BL-3

17.5

932.5

304.5

0.6

188.8

2,832

BL-4

17.2

693.0

234.3

0.6

145.2

2,178

DY-1

20.8

689.8

159.4

0.7

106.8

1,602

DY-2

23.4

1034.5

188.9

0.7

134.1

2,012

DY-3

20.1

723.7

179.1

0.7

118.2

1,774

DY-4

20.5

917.5

218.3

0.7

146.3

2,194

평균

단양

평균

2,713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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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JC-1

8.5

278.0

384.8

0.5

173.2

2,598

JC-2

7.3

205.0

384.7

0.4

161.6

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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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3

8.3

284.5

416.0

0.4

184.9

2,773

JC-4

8.4

303.0

429.4

0.5

193.2

2,898

JC-5

9.1

338.0

408.2

0.5

187.8

평균

정선

JS-1

12.1

JS-2

11.6

JS-3

11.9

568.5

392.3

0.5

207.9

571.0

424.4

0.5

220.7

3,311

689.5

486.9

0.5

253.2

3,798

3,119

JS-4

11.8

624.3

448.4

0.5

233.2

3,498

JS-5

12.2

656.0

440.7

0.5

233.6

3,504

US-1

26.0

1478.0

218.7

0.8

164.0

2,460

US-2

22.3

1432.0

288.0

0.7

201.6

3,024

US-3

19.1

1045.0

286.5

0.7

186.2

2,793

평균

울산

2,816
2,702

3,446

US-4

15.1

686.0

300.9

0.6

174.5

2,618

US-5

22.0

1065.0

220.0

0.7

151.8

2,277

평균

2,634

아래 그림은 각 지역에서 측정한 점하중강도에 대해 산술평균을 구해
도시한 것이다. 점하중강도는 정선 암석이 가장 크며, 보령, 진천, 울산,
단양 순으로 점하중강도가 약해진다. 전체적으로 정선 암석은 대체로 점
하중강도가 강하며, 보령, 진천, 울산은 중간 정도로 비슷한 강도를 띠며,
단양 암석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하다. 이는 정선 암석은 대체로 입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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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내용을 다음과 같은 정리할 수 있다.
내 2지점(보령, 진천), 변성퇴적암으로 구성된 옥천대 내 2지점(정선, 단
양)과, 경상분지 내 1지점(울산) 등이다.
2. 이번에 분석한 충청남도 보령의 대상암석은 쥬라기의 퇴적암류인 남
부남포층군 내 분포하는 흑색셰일로 판단되며, 충청북도 단양의 것은 고
생대 평안누층군 홍점통 내지는 만항층 내 자색셰일로 판단되며, 충청북
도 진천은 백악기 퇴적암류인 중부초평층군에 분포하는 적색 셰일로 판
단되며, 강원도 정선은 고생대 평안누층군 홍점통 내지는 만항층 내 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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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지역은 주로 퇴적암으로 구성된 경기육괴의 소분지인 충남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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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력이 커서 암석강도가 크며, 단양 암석은 결합력이 낮아 강도가 약하

셰일로 판단되며, 울산의 것은 경상분지 퇴적층인 진동층 내 분포하는 호
온펠스(회색셰일)로 판단된다.
3. 광물분석의 결과, 충청남도 보령과 강원도 정선은 주로 석영, 운모
류, 점토광물로 구성되며, 충청북도 단양과 충청북도 진천은 주로 석영,
장석류, 운모류, 방해석, 점토광물로 구성되며, 울산광역시는 주로 석영,
장석류, 방해석, 점토광물로 구성된다. 이들의 함량을 정량분석한 자료도
제시하였다.
4. 화학성분 분석결과, 충청남도 보령과 강원도 정선은 퇴적암인 암석
의 변성도가 매우 낮거나 없으며, 충청북도 단양과 충청북도 진천은 중간
단계의 변성정도를 경험한 암석이며, 울산광역시는 가장 많은 변성을 받
은 암석인 것으로 판단된다.
5. 흡수율의 분석결과, 표면적을 적용한 비흡수율 값은 진천 암석이 가
장 높았으며, 정선, 울산, 단양, 보령 순으로 비흡수율의 값이 낮아진다.
이는 진천과 정선 및 울산 암석은 입자 내 공극이 많고, 단양과 보령은 입
자 내 공극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초음파 속도의 분석결과, 진천과 정선, 그리고 울산은 대체로 탄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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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빠르며, 단양과 보령은 느리다. 이는 진천과 정선, 그리고 울산 암
석은 대체로 입자간 결합력이 커서 탄성파의 전달이 용이하며, 단양과 보
령 암석은 결합력이 낮아 탄성파의 전달이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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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하중강도의 분석결과, 정선 암석은 대체로 점하중강도가 강하며,
보령, 진천, 울산은 중간 정도로 비슷한 강도를 띠며, 단양 암석이 상대적
으로 강도가 약하다. 이는 정선 암석은 대체로 입자간 결합력이 커서 암석
강도가 크며, 단양 암석은 결합력이 낮아 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8. 이상과 같이, 벼루 생산지에서 채취한 5개 암석에 대해 광물성분, 화
학성분,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들 자료
는 대상암석의 특성을 상세히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결과물로서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벼루의 재료암석으로 실제 어떤 암석이 가장 적합한지는 별도
의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벼루에 먹을 갈 때 얼마나 잘 갈리는지, 생
성된 먹물 현탁입자의 크기 및 균일성, 먹물이 벼루에서 머무는 시간, 벼
루 바닥의 균일성, 견고성, 조각장식의 용이성 등의 좋은 벼루로서 많은
요소들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검토와 함께 여러 암석의
물리화학적 특성과의 상호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Ⅳ. 벼루장 유길훈 : 묵연(墨然)과 벼룻길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6호 벼루장 유길훈(1949년생)은 충북 진천
상산 벼루 제작의 대가 김인수의 기능을 전수받은 사람이다. 김인수 이전
의 계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데, 진천 일대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벼
루 제작에 종사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유길훈의 전승계보는 진천 상산벼
루에 뿌리를 둔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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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진천군(鎭川郡) 토산조(土産條)
에 ‘자석연(紫石硯)’이 기록되어 있어 진천의 상산벼루는 19세기 이전부터
황곡 김인수는 충청북도 진천군 초평면 신통리 황골(黃谷) 마을 광산김
씨(光山金氏) 문중에서 오형제의 맏이로 출생하였다. 당시 초평소학교에
제1회로 입학하여 그곳에서 동학들과 벼루를 제작하는 방법을 익힌 뒤 줄
곧 벼루제작에 전념하였다.15) 김인수의 생가가 있었던 마을 이름이 벼루
재 혹은 연촌(硯村)16)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은 벼루와 관계가 깊은
곳임을 알 수 있다. 상산 자석벼루의 원료가 되는 자석(紫石)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초평면 두타산 주변인데 조선후기에 이 벼루재 부근에서부터

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지역의 특산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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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순조 25)에 발간된 『상산지(常山誌)』 토산조(土産條)14)와 1920년대에

자연발생적으로 자석벼루를 생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7)
자유당 직후까지만 하더라도 30여 명의 상산벼루 기능공들이 있었으
나 4.19, 5.16쿠데타를 거친 후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그래도 1960년
대 초까지는 10여 명이 진천군 일대에서 벼루제작의 명맥을 이어갔으나,
유길훈을 제자로 맞은 1967년 이후부터는 김인수만이 상산벼루의 전통
을 계승하고 있었다. 김인수는 1955년 해방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전국
공예대회에 입상한 후 여러 차례 전국적인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내었고,
상산자석벼루의 일가를 이룬 사람으로 평가받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벼루를 주문 제작하였다.
김인수는 벼루 제작 기능을 자신의 외아들에게 전수하려 하였으나, 그
아들이 사고로 오른팔을 쓸 수 없게 되어 환갑이 될 때까지 전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친구의 아들인 유길훈을 제자로 맞아 벼루 제작
14) ‘紫石硯草坪全而素是多紫石黃谷所在石品尤極細潤能殺墨忍毫適宜硯材世謂之常紫石硯山南樂泉曾著常
紫石硯山歌’
15) 일제강점기 초평소학교에는 별도로 석기공작 시간이 있어 이를 통하여 벼루 제작 기능인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16) 한글학회,『지명총람』 (충북편,1972), 36쪽.
17) 라경준, 「진천상산벼루」, 『韓國의 匠人』(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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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전수하다가 1972년 작고하였다.
유길훈은 1949년 9월 25일 평안북도 평양시 감북동 1번지에서 포목상
을 운영하던 유동욱과 한옥년의 6형제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가운데 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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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병사하였으며, 한국전쟁 당시 1.4후퇴 때 맏형과 유길훈만이 부모님
과 함께 피난길에 올라 충청북도 증평에 정착하였다. 충북 괴산군 증평읍
쇠마루라는 곳이 ‘유씨(劉氏) 집성촌’이었기에 피난길의 목표를 증평으로
삼아 하염없이 내려왔다고 한다. 증평에 터전을 잡았으나 살림살이가 여
의치 않아 얼마 후 진천군 초평면으로 살림살이를 옮겼는데, 이때부터 김
인수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김인수의 옆 집에 살면서 부친이 김인수와
친분이 두터워졌고 집안끼리도 왕래가 잦았다.
고등학교 시절 향나무로 장기돌을 만들었던 유길훈의 손재주를 보고
김인수가 벼루제작 기술을 배우기를 권한 것이 입문의 계기가 되었다. 마
침 유길훈은 1967년 청주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에 대해 고민하
던 터에 “배워만 놓아라. 꼭 이것으로 직업을 삼을 필요는 없다. 언제 어느
때 혹시 써먹을 때가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김인수의 제안에 그의 문하
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유길훈은 당시 두 평 남짓한 어두컴컴한 골방에서 이른 바 ‘원시적인’ 도
구들로 작업하던 열악한 환경을 버티지 못하고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기
를 반복하다가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온전히 스승의 문하에 정착하였
다. 평소 손재주가 남달랐던 덕에 배움의 속도는 빨랐으나 3년간의 군복무
를 마치고 다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날 무렵 스승은 위암으로 병석에 눕
게 되었고 결국 1972년 겨울 작고하고 말았다. 당시 김인수의 죽음은 상산
벼루의 맥이 끊어진 것으로 여겨져 진천 일대가 애통해하였다고 한다. 하
지만 스승의 죽음은 유길훈에게 상산벼루의 전통을 이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유길훈은 벼루의 재료인 자석(紫石)이
나는 청주의 두타산 자락으로 이주하여 벼루 제작에 전념하였다.
유길훈은 1991년에 간행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벼루조항에 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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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벼루』와, 1997년 사단법인 한국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에서 펴낸 향토
사연구총서 8편 『한국의 장인』 진천 상산 벼루 편에 이력과 조사 내용이
가로 입지를 다지게 되었다.
그랬던 그가 충북 진천의 터전의 떠나 이주를 결심한 것은 두 가지 이유
였다. 하나는 자신의 제자에게 앞길을 내어주기 위해서였다. 스승의 벼루
기술을 홀로 전승하던 유길훈의 제자로 입문한 권혁수는 생활고에 힘들
어하면서도 벼루에 대한 애착과 전통에 대한 집념만으로 한 길을 매진하
고 있었다. 그러나 벼루주문은 항상 자신에게만 들어오고 제자는 늘 자신
의 그늘에 가려있어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을 안타까워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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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상재되어 있을 정도로 1990년대에 이미 상산벼루의 전통을 이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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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사진이 등재되었으며, 1989년 대원사 발행의 『빛깔있는 책들』 102-7

유길훈은 제자의 앞날을 위해 과감히 진천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고향
을 떠나 어느 곳에 정착하더라도 배운 기술로 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
란 막연한 자신감도 그의 이주 결심을 도왔다.
다른 이유는 상산자석으로 제작하는 벼루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완성품은 미세한 금이 생기기 일쑤였는데, 이는 벼
루에 적합한 최상의 석재를 찾아보고자 하는 그의 열망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고, 결국 그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진천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다. 중국
의 단계석과 같은 우수한 석재가 반드시 우리나라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
는 열망과 기대감이 더 이상 그를 진천에 머무를 수 없게 만든 것이다.
1993년 더 나은 재질의 벼룻돌을 찾아 정착한 곳이 경주였고 그곳에서
몇 년간 그 일대의 석재로 벼루를 제작하였다. 그러던 중 2001년 지질연
구를 하는 지인의 소개로 울산시 언양군의 반구대 일대에서 본인이 찾아
헤매던 최상의 벼룻돌을 발견하게 된다.
‘처음 발견했다고는 안 봐요. 예전에 썼던 벼루가 맥이 끊겼다가 내가 다시 재발견한 거지. 왜
냐. 예전에도 언양 벼룻돌이 있다는 문헌이 있으니 내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니죠. 원래 있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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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맥이 끊어졌다가 내가 찾아내 재현한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인 근거도 없고, 내려온 장인도 없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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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유길훈은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에 정착했으며 그 곳에 작업
장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반구대 일대의 석재를 사용하여 벼루를 제작하
고 있다.19)

그림1. 김인수( 『한국의 장인』, 1997, 그림2. 울산 벼루장 유길훈
한국향토사연구회. 인용)

그림3. 언양 반구대 대곡천 일대

그림4. 반구대 대곡천 건너편 벼루공방 입구

18) 노경희 외, 앞의 책, 183쪽.
19)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벼루장으로 지정된 이후 전승활동을 위한 제자발굴에 주력하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폭넓은 제작기술의 전파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장남 유은해(1978년생)만이 부친의 벼
루제작기술을 전수받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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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유길훈의 벼루 전시장

Ⅴ. 울산 반구대 벼루 : 연석(硯石)에서 석연(石硯)으로의 완성
1. 제작재료-반구대 일대의 연석(硯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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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5. 유길훈 벼루공방 입구

벼루는 먹을 가는 바탕으로, 먹을 갈 때 매끄러워야 하고 끈적거리지 말
아야 하며, 연지(硯池)에 물을 넣어 두어 10일 이상 되어도 마르지 않는 것
이 좋은 벼루이다.
우리나라의 석연재(石硯材)는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데, 무산·위원·
평양·장산곶·정선·평창·장단·단양·계룡산·남포·안동·경주·언양·장수·강진
등이 대표적인 산지이다. 이 가운데 이전까지는 충북 보령의 남포지방에
서 나는 남포석(藍浦石)과 북한의 자강도 위원석(渭原石)을 최고로 꼽아
왔으나 언양 반구대 벼룻돌이 발견되고 나서는 중국의 명연(明硯) 중 단계
석(端溪石)의 하나인 녹단계(綠端溪)와 비견될 정도로 그 석질이 우수하다
는 평을 받고 있다.
유길훈은 진천 상산벼루의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언양 반구대 일대의
석재를 재료로 한 석재벼루(石硯) 제작자이다. 전술한 대로 그는 자석(紫
石)이 나는 충북 진천에서 작업을 하다 1993년 더 나은 재질을 벼룻돌을
찾아 경주를 거쳐 2001년 울산 반구대 일대에서 최상의 벼룻돌을 찾은 이
후 지금까지 언양 벼룻돌을 재료로 벼루를 제작하고 있다.
벼루의 가치는 원석으로 평가된다. 상질의 벼룻돌은 아무리 갈아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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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 쉽게 닳지 않고 깨어지거나 금이 가지 않아야 하다. 이를 위해서는
표면의 강도와 마모율이 적당하면서 봉망(鋒芒)이 조밀(稠密)해야한다.
그리고 먹이 부드럽게 갈리면서도 먹물의 발묵 상태가 자연스러워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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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연석(硯石)이 먹물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아야 한다. 먹을 갈 때
벼루표면에 붙는 듯한 밀착감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석재의 빛
이 아름답고 형태와 조각이 예술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석질을 가진 것들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벼루가 중국의 단계연(端
溪硯)과 흡주연(歙州硯)이며 이에 버금가는 국내벼루 중 하나가 자석연(紫
石硯)이다. 조선왕조실록과 여타 문집에 자석연에 관한 기록들이 확인된
다. 단종 3년(1455)에 중국 조정에 진헌할 자석연을 강원도 관찰사에게 진
상케 한 바 있으며20), 세조 13년(1467) 유구국(流球國) 공물에 대한 답례품
으로 하사되기도 하였으며21), 선조년간(1601)에는 명나라 사신에게 보내기
위해 당시 안동부에 자석연 100개를 제작하여 바치라 명하기도 하였다.22)
특히 진천의 상산자석에 관한 문헌기록은 16세기부터 확인되고 있다.
숙종년간 문신인 남구만(南九萬 1629~1711)은 『약천집(藥泉集)』에서 진
천 두타산 자석연이 작으면서도 가히 아름답다 하였으며,23) 이유원(李裕
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는 한석봉(韓石峯 1543~1605)
이 충북 진천(鎭川) 두타산(頭陀山)에서 돌을 얻어 와 궁중에서 임금이 직
접 연석을 선별하여 벼루를 만들었다24)는 자석연에 대한 기록이 있어 16
세기 이전부터 진천 일대의 상산자석 벼루가 널리 명성을 떨치면서 유명
했음을 알 수 있다.
1920년대에 발간된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 진천군 토산조와 『
상산지(常山誌)』 토산조에도 자석연(紫石硯)이 기록되어 있어 1920년대
20) 『단종실록』 1455년 윤6월2일, ‘丙午 承政院奉旨馳書于江原觀察使, 令進紫石硯, 蓋將獻于中朝也’
21) 『세조실록』 1467년 8월14일.
22) 배용길( 裵龍吉, 1556~1609), 『금역당집琴易堂集』
23) 『약천집藥泉集』 권1 「시詩」 ‘鎭川頭陀山紫石硯小而甚佳’
24) 『임하필기林下筆記』 제34권 「화동옥삼편華東玉糝編」 ‘東方古器’ 같은 내용이 남구만의 『약천집藥泉集』
에도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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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로 대표적인 연석으로 알려진 상산자석이었으나 그 석질에 한계를 느
낀 것은 유길훈의 오랜 벼루제작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길훈에 의
이 부드럽고 봉망이 잘 세워지며, 제작 이후 사용하면서 생기는 미세한 갈
라짐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언양 반구대 인근의 대곡천변의 벼루 석재에 관한 지지(地誌) 언급은
없는 편이다. 다만 근자에 출간된 대원사 발행의 「빛깔 있는 책들」의 『벼
루』편과 『문방사우』편에 언양 벼룻돌이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언
양의 벼룻돌은 구전으로 일찍이 전해지고 있었으며, 반구대 천변 초입에
깎아진 벼랑길에 효종 6년(1655)의 <연로개수비(硯路改修碑)>가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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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언양 반구대 일대의 연석으로 제작해보니 상산자석보다 훨씬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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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산벼루가 특산품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25) 이렇듯 조선시대 이

져 있는 것으로 볼 때 적어도 조선왕조 중기 이전에 이곳의 석재가 벼룻돌
로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연로개수비>도 그 석질이 이암(泥巖) 계
통이어서 글자의 훼손이 심하나 현재 판독되는 글씨는 「順治 十二年 乙未
年 二月 十八日 硯路改修工事 施主 性今 ○○金○○ 兪○○ 朴命卜 位 化
主○○人 ○○石手方北」이다.26) 길이 협소하여 주민이나 내왕객이 떨어지
는 사고가 있어 길을 넓힌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에도 결이 고운 평
편한 반석이 여러 군데 남아 있는데 1940년대에서 1950년까지는 이 반석
에 직접 먹을 갈아 사용하였다는 주민들의 구술이 전한다.
유길훈의 벼루 석재는 울산 언양 반구대 주변 대곡천 일대에서 채취한
것이다. 이 지역의 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 지층인 경상누층군에 해당된
다. 경상누층군의 구성암석은 역암, 사암, 셰일 및 이암 등의 쇄설성 퇴적
암이 주를 이루며 간헐적으로 이회암과 석회암이 협재되고 상부에는 화
25) 충북 괴산군과 진천군의 경계를 이루는 두타산 일대의 상산석은 0.01mm의 미세한 점토질 입자가 응고
된 퇴적암의 일종인 혈암頁巖 계통으로 알려져 있다. 검붉은 자색계통의 퇴적암이 주종이었으나 근래 도
로확장으로 절개된 산악지형에서 녹색綠色이 원석이 채취되고 있다.
26) 협소한 벼랑길을 벼리길, 벼루길이라고 불러 연로硯路로 기록한 것이라 주장하거나, 문사들이 다니던 길
이라는 의미에서 연로硯路로 불려졌다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연로개수비>에 관한 해석은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어 추후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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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암류가 발달되어 있다.27) 또한 육지의 호수나 강가 습지에 생성된 육성
퇴적층(陸成 堆積層)으로28) 오랜 기간 퇴적과 침식이 반복되면서 입자가
조밀하고 함수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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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구대 일대에서 채취된 벼룻돌은 그 색이 쑥색(綠色)과 검붉은 자색(
紫色)의 두 종류이며 두 종류가 석질은 비슷하며 수성 퇴적암이다. 벼룻
돌로 많이 사용되는 오석(烏石)인 흑요보다는 강도가 높으며 보령 벼루
중에서 최상으로 치는 백운상석과 견줄 수 있는 정도로 상질이다. 이는 중
국의 단계석(端溪石)과 비견되는데 홍단계(紅端溪)보다는 조금 연하고 녹
단계(綠端溪)보다는 강한 편이다. 따라서 언양 벼룻돌은 질적인 면에서
중국의 단계연과 비슷하고 국내 벼룻돌의 장점들만 고루 갖춘 양질의 벼
룻돌로 분석되고 있다. 먹이 잘 갈리고 돌의 입자가 고와 먹물이 탁하지
않고 써놓은 글씨에 윤기가 나는 편이다. 또한 갈아 놓은 먹물은 돌에 스
며들지 않고 고스란히 머금고 있다. 흔히 단계연은 입김으로도 먹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언양 벼룻돌도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는 반구대
일대의 연석이 수 천 년 간 수분을 머금고 있었던 까닭으로 보인다.
장기간 햇볕에 노출된 암반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잘 부서지기 때문에
벼룻돌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장구한 세월동안 물속에서 형성된 퇴적층이
벼루의 주재료로 애용되어 온 점을 감안한다면 반구대 대곡천 일대의 암
반은 벼루 재질로서 최적격임을 알 수 있다.29)

27) 엄상호・최현일・손진담・오재호・곽영훈・신성천・윤현수, 『경상분지의 경상누층군에 대한 지질 및 지화학적
연구』(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83), 124쪽.: 국립문화재연구소,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발굴조사보고
서-고고』, 18쪽.
28)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지질 다양성 (울산편)』(2012) : 반구대 암각화 일대 지층은 극미립의 입자들
이 층리면을 따라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분포하고 있다. 황상일,박경근, 윤순옥, 「반구대 암각화의 주
기적인 침수와 구성암석의 풍화 특성」, 『대한지리학회지』 제45권 제3호, (대한지리학회, 2010.6), 346쪽.
29) 배용길( 裵龍吉, 1556~1609) 『금역당집琴易堂集』 권4 「귀향하는 황극중을 전송하는 글 送黃和甫歸田
序)」 1601년 겨울 중국에서 황태자를 봉한다는 조서를 받들고 조선을 방문한 명나라 사신에게 1척크기의
자석연 100개를 제작해서 바치라는 왕명에 따라 안동태수 황극중이 백성들을 시켜 준비하고자 하였으
나, 한겨울 살을 에는 듯한 시냇물 속의 돌을 채석하는 백성들의 고충을 차마 보지 못해 임의로 자석연을
준비하여 임금에게 진상했다가 파직되는 사건이 있었다. 상질의 벼룻돌은 하천이나 시냇물 깊이 있는 돌
을 채취해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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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벼룻돌 원석

그림9. 연로개수비

그림10. 벼루장 유길훈 작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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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언양 반구대 대곡천 일대에서 채취한
벼룻돌 원석

벼루장 유길훈이 언양 반구대 벼룻돌에 제작하면서 느낀 소회를 구술
한 다음의 내용은 앞선 과학적 조사 결과에서 파악되는 벼룻돌의 성질과
일맥상통한다. 과학적 조사결과에서의 다섯 지역의 돌의 조사결과를 전
달한 후 공극, 탄성파, 입자 등의 차이와 유길훈의 체험에서 파악된 구술
을 비교하였다.30)
그는 반구대 벼룻돌의 성질을 요약하여 ‘부드러운면서도 단단하고 질기
면서도 강하다’고 언급한다.
“벼루공방에서 천천리쪽으로의 돌은 석질이 부드럽고 좋고 암각화 주변이나 하류쪽으로 내
려가면 석질이 강해. 내가 채취한 이 일대의 벼룻돌은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입자가 곱기
때문에 정밀조각이 가능한 거지. 한 마디로 부드러운면서도 질긴다는 느낌이야. 질긴다는 것
은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 나무로 비교한다면 참나무는 딱딱 부러지는데 소나
무는 질기잖아. 돌로 비교한다면 화강암은 단단하지만 입자가 따딱 떨어져 버리는데 반구대
30) 이현주 『벼루장 유길훈과의 인터뷰』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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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돌은 딱딱 떨어지지 않고 충격이 간 곳에 떨어져요. 그런데 이 돌은 질긴 맛이 있어서 그 주
변만 조금 부러지고 그 부분만 조금씩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걸 난 질기다고 말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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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적당한 공극을 가진 반구대 벼룻돌의 성질이 먹을 잘 갈리게 하
는 이유라고도 설명한다. 벼룻돌입자의 적절한 공극은 먹이 미끄럽지 않
게 하며 마찰에 의해 잘 갈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하고, 질기면서도 강하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정밀조각이 가능한
것이야. 미세하나마 확대해 봤을 때 공극이 적당히 있어서 사그락 사그락 갈리는 것일
거야. 공극이 전혀 없으면 돌 사이의 공간이 없어서 먹을 갈 때 미끄러워서 먹이 잘 갈리
지 않는 거지”
“돌 입자의 공극의 문제, 울산은 공극이 큰 게 맞는 거 같애. 입자가 조밀하면 바탕이 미
끄러우니 먹이 잘 안 갈리고 입자가 간격 있으면 큰 틀에서 보면 까칠한 맛이 더 나겠지.
먹이 잘 갈릴수 있어. 실제로 벼루를 써 본 사람들이 단양은 미끄러워서 먹이 잘 안 갈린
다고 말해. 입자가 조밀해서 간격이 없이 미끄러워서 먹이 잘 안 갈리는 거지. 바로 공극
에 의해서 먹이 잘 갈리는 거지. 공극이 없으면 아주 미끄럽다는 이야기야.”
탄성파에 관해 유길훈은 반구대 벼룻돌은 적당한 단단함을 가지고 있어 먹과 벼루몸이
서로 어울려서 잘 갈리게 된다고 하였다.
“탄성파의 결과로 볼 때 돌이 적당히 단단한 것 같아. 울산 돌은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무르지도 않아. 너무 단단하면 미끄럽고 어딘가 모르게 미세하면서 자기 몸도 잘리면서
먹도 함께 갈리어야 하는거지. 벼룻돌과 먹이 잘 접착되어야 하는데 너무 단단하면 먹은
먹대로 돌은 돌대로 놀아. 돌이 적당히 부드러우면 먹과돌이 밀착된 느낌이야.”

또한 울산 반구대 벼룻돌로 조각을 할 때 입자가 곱고 균일하고 적당하
게 단단하기 때문에 한없이 정밀한 조각이 가능한 장점을 손꼽았다.
“단양의 경우에는 정밀조각은 되지만 좀 위험해. 돌이 곱기만 하고 약하게 때문에 경고성이

216

체 틀만 조각하는 경우가 많아.”

고 보령, 진천, 울산은 중간정도이며, 단양암석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에 대해 유길훈의 경험상 “정선은 벼루을 만들었다가 하더라고 먹이 잘 안
갈릴 수 있고, 단양 것은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해서 정밀조각을 한다 하더
라도 잘 안 된다. 보령, 진천, 울산은 중간정도라서 먹과 돌과의 접착력이
좋다. 걷돌지 않고 밀착이 잘된다.”고 말하고 있어 각 지역별의 강도차이
를 제작자의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도 확인케 한다.
유길훈은 울산 반구대 벼룻돌을 국내 벼룻돌과 비견하여 단연 그 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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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점화중 강도에 관한 과학적 분석을 살펴보면 정선 돌이 가장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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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져서 아주 정밀조각은 어렵다고 생각해. 단양 조각돌 문양은 투박하거나 뭉텅거려 큰 형

을 우수하다고 하며, 특히 중국 최상의 벼루로 알려진 단계연에 못지 않은
벼룻돌이라 자신한다.
‘우선 먹 갈리는 것도 단계연 못지 않고 또 갈아놓은 먹물도 단계연에서 얻은 먹물하고
거의 다르지 않고, 먹물이 갈고 나서도 탁하지 않고 맑아야 하거든요. 먹도 잘 갈리고, 먹
물도 맑고, 돌에서 먹물을 빨아들이지 않고 잘 머금고 있는 거죠. 색깔면에서 단계연은
좀 검은 색인데 이건 녹색, 쑥색이죠’31)

상산자석과 반구대 벼룻돌을 비교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차이점은 우선 거기는 색깔이 붉은 색이고 여기 거는 푸른 색이고 여기도 붉은 색이 있
어요, 그 다음에 감도 면에서는 그 쪽이 좀 더 부드럽고 여기 게 조금 강하고, 또 석질도
거기 게 조금 거칠고 여기 건 곱고..... 강하면서 질기다고 하는게 맞을 거야’32)

31) 노경희 외, 앞의 책, 190쪽.
32) 노경희 외, 앞의 책,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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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길훈은 중국의 단계연에 머금가는 벼룻돌을 국내에서 찾고자
하는 일념으로 다양한 지역의 벼룻돌을 연구해 왔고 직접 제작에 임함으
로서 상호간의 석질비교를 통해 울산 지역 벼룻돌의 특성을 체험적으로

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파악하고 있었다.
2. 제작도구-노동과 정신이 물심일여(物心一如)되는 연장
유길훈의 벼루 제작 도구는 단순하다.
벼루 제작 도구는 망치, 정, 밀대, 그므개(罫引), 모탕, 톱, 조각도, 연마
석, 사포, 옻 등으로 분류된다. 망치와 정은 원석을 채취하거나 겉다듬질
을 할 때 사용되며, 그므개는 일정 간격의 평행선을 그을 때, 모탕은 벼루
조각대, 톱은 원석 재단에, 밀대는 벼루 모양을 다듬거나 구성할 때 쓰이
며, 조각도는 문양의 조각에 사용되고, 사포는 마무리 정리 작업에 이용되
며, 옻은 최종 마무리에 쓰인다.
정은 납작정과 겉 다듬정, 조각에 쓰이는 조각정이 있는데 납작정을 제
외하고는 모두 대·중·소의 세 종류가 있다. 밀대는 평밀대와 홈밀대가 있
는데 말 그대로 평밀대는 칼 끝이 평평하고 홈밀대는 칼끝이 오무려진 형
태이다. 평밀대에는 다시 큰밀대, 잔밀대가 있으며, 홈밀대도 큰 홈밀대,
잔 홈밀대가 있다. 밀대의 칼날 끝은 ∩∧모양으로 세 종류가 있으며,
모양의 밀대는 벼루의 바닥을 팔 때 어깨로 밀어서 쓰는 것이고, ∩모양의
밀대는 벼루의 전 부분을 팔 때 사용하는 것이다. ∧모양의 밀대는 정교한
조각을 할 때 어깨로 밀어서 사용한다. 밀대나 조각도는 돌을 가공하기에
자주 무디어지는데, 담금질 등의 열처리로 강도를 높이기도 하지만 이들
을 갈기 위한 숫돌의 구비는 필수적이다. 벼루를 연마하기 위하여 벼루 석
재보다 경도가 강한 돌을 연마석으로 이용하며, 많은 석재나 큰 석재의 채
취를 위해서는 철창과 큰 망치가 사용된다.
이들 연장 가운데 돌벼루를 제작할 때 장인의 몸과 하나로 일체되어 사
용되는 것이 밀대이다. 밀대는 벼루의 대체적인 형태를 조각하기 시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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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뒷부분 끝을 어깨에 고정시킨 채 앞부분은 손으로 잡고 어깨를 움직임
에 따라 밀대에 힘이 쏟아 부어지면서 돌을 조각하는 것이다. 또한 정교한
타고 움직인다.
연장은 대장간에서 만들어 쓰기도 하지만 집에다 대장간 시설을 갖추
어 놓고 직접 만들어 쓰기도 한다. 유길훈은 김인수의 제자 시절부터 사용
하던 전통도구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필요한 크기와 형태를 직접 제작
하기도 한다. 그는 현재에도 원석 채취 후의 벼루다듬기부터 마무리까지
전통적인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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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각에 있어서도 밀대는 유용하며 역시 장인의 어깨 힘과 방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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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연지와 봉망 제작에 필수적인 도구이다. 밀대

그림11. 벼루장 유길훈의 제작 도구들

3. 제작과정-연석(硯石)에서 석연(石硯)으로
벼룻돌의 종류가 다양하고 벼루의 형태와 문양은 일일이 나열할 수 없
을 만큼 많지만 소용되는 연장은 몇 가지로 집중된다. 작업 공간 역시 앉
아서 밀대를 사용할 수 있는 조그만 작업대 하나가 놓일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나 유길훈의 다음 구술에서 벼루는 단순히 도구와 작업 공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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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장인정신으로부터 비롯됨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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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작업시간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체력이 허락하는 대로 진행이
되는데 밤 11시부터 새벽 2시경에 작업을 할 때가 가장 집중이 이루어지고, 특히 한 겨울 온
산천이 눈으로 덮인 깊은 밤, 망치와 정으로 돌을 쫄 때의 “똑딱, 똑딱”하는 소리는 나에게 있
어서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또한 장래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억눌린 고난의 역경을 헤쳐 나가
는 길잡이의 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각종 기계공구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옛날과 같은
정감이 깃든 작업장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작업 능률이나 창작의 범위를 무한하게 넓
힐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 한번쯤은 실제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
럼으로써 더욱 실용성 있는 벼루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벼루의 크기와 전
체적인 형태를 생각하고 여기에 어울리는 문양을 선정한 후에 작업에 들어갑니다.”

벼루는 바닥, 물집, 상사로 이루어져 있다. 상사는 벼루의 형태를 이루
는 테두리부분을 일컫는 말로 연진(硯唇), 연순(硯純) 등으로 불리며, 바
닥은 먹을 가는 부위로 연당(硯堂), 묵당(墨堂), 묵도(墨道)라고도 한다.
물집은 먹물이 고이는 곳으로 연지(硯池), 묵지(墨池), 수지(水池), 연심(
硯心), 연해(硯海), 연홍(硯泓) 등으로 불린다.
유길훈의 벼루제작은 원석채취→원석재단과 벼루 몸체 만들기→상사
긋기→장식문양 조각하기→봉망 세우기→마무리의 과정을 거친다. 제작
에 소요되는 시간은 벼루의 형태, 크기, 문양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인
제작 과정의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원석채취
벼루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서 크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미리 파악해 둔
특정 장소의 원석을 재료로 결정한다. 먼저 물속에 잠긴 것을 우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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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작업 전까지 땅에 묻어두거나 물을 적신 가마니 등으로 덮어 둔다.
보통 화강암을 채취할 때는 돌이 깨어지는 결인 「메」에 따라 홈을 파고
틈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벼루 제작에는 큰 돌이 필요 없고 그 종
류도 편마암이나 이암이기 때문에 정과 망치를 이용하여 바로 적당한 두
께로 떼어낸다. 이암은 실트와 점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불규칙한 혼합물
로 진흙이 굳어져 생긴 퇴적암이며, 편마암은 이질(泥質) 또는 사질(砂質
)의 퇴적암이 높은 온도 하에서 광역변성작용을 받은 경우에 생성된 변성
암으로, 오랜 세월의 퇴적과 지압에 의해 생성된 까닭에 횡으로 형성된 층
(層[절리(節理)])이 형성되어 있어 이를 따라 채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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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른 나무를 그 홈에 처박은 뒤 물을 뿌려주면 그 나무가 팽창하는 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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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지 못할 경우 계곡천변, 계곡 인근의 돌을 채취한다. 채취한 돌은

이암이나 편마암에서 횡(橫)으로의 층리(層離)를 「캐」 또는 「켜」라고 하
는데, 15cm이상 두께로 떼어내기도 하지만 두 개의 「캐」 또는 「켜」를 합쳐
서는 떼지 않는다. 이는 벼루를 옮기거나 바닥에 놓을 때 깨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암이나 편마암의 층리가 두터운 것은 15cm 이상이나 얇은
것은 1cm 정도도 있다. 지표에 가까울수록 층리가 얇고, 지하로 내려갈수
록 두터운 형상을 보이고 있는 편이라 한다. 또 이암의 경우 지표에서 아
래에 있는 것일수록 압력을 많이 받아 경질(硬質)의 좋은 석재가 많은 편
이라고 한다. 현재 유길훈은 반구대 대곡천 일대의 주차장 공사과정에서
수습된 암석을 다량 입수하여 수년간 제작할 연석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
태이다.
원석은 앞뒤를 망치로 두드려 맑고 경쾌한 종소리가 나야 하는데, 다른
소리가 나면 어딘가에 금이 간 것을 의미한다. 금이 간 부분을 떼어내고
다시 명쾌한 소리를 확인한 뒤 적당한 크기이면 사용한다. 원석을 두드려
부드러운 소리가 나면 석질이 부드럽고, 명쾌하거나 예리한 소리가 나면
소리의 강도만큼 강질의 석재이다.
2) 원석재단과 벼루 몸체 만들기
221

Chapter 04

이 과정에서는 채취한 원석을 망치와 정으로 겉다듬하여 필요 없는 부
분을 떼어낸다. 벼루는 판재형이 되어야 가공하기 쉬우므로 「켜」의 결대
로 크기를 정해둔다. 반구대 벼룻돌은 강도가 있고 잘 파손되지 않아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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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형을 살리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절단을 원칙으로 삼는다. 원석 채취
에서 네모 모양이면 사각연을 주로 만들고 변형된 네모이면 풍자연(風字
硯)이나 태사연(太師硯)을 만드는 편이다. 주문자의 특정한 요청이 있으
면 그것에 맞게 제작하며, 평소에는 돌 모양에 따라야 제작이 쉽기 때문에
참외 모양, 연잎 모양 등은 원석의 형태를 따라서 만든다. 최근에는 붓글
씨를 잘 쓰지 않고 장식용으로 활용되기도 하기에 뚜껑에 조각을 주문하
는 경우가 흔하고 그에 따라 용연(龍硯)의 제작이 많은 편이다.
벼루는 일반적으로 먹을 가는 곳인 바닥과, 먹물이 모이는 곳인 먹물집,
먹물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테두리인 상사로 구성된다. 상사
는 먹물집 쪽을 윗상사, 그 맞은쪽을 아랫상사, 그 옆을 옆상사라 한다. 옆
상사는 먹물집을 향하여 오른상사, 왼상사로 나누어 부르기도 한다. 바닥
은 연당(硯堂), 또는 묵도(墨道)라 하고 간 먹물, 즉 묵즙이 모이도록 된 오
목한 곳을 연지(硯池) 또는 연홍(硯泓), 연해(硯海), 수지(水池), 묵지(墨
池), 연심(硯心)이라고도 한다. 상사는 연순(硯脣) 혹은 연순(硯磭)이라
한다. 대체로 붓이 자주 가는 윗상사를 옆상사나 아랫상사보다 넓게 하는
편이다.
바닥과 먹물집, 상사는 모두 평밀대로 파서 하는 작업이다. 평밀대는 자
루가 30cm 이상으로 긴 편인데 오른쪽 어깨 앞가슴 쪽 깊게 들어간 부분
에다 대고 밀면서 사용한다. 벼루장이 이러한 평밀대를 자유자재로 다루
기 위해서는 지난한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벼루장의 그 자리에 군살이
박히고 미는 힘이 생겨야 할 수 있는 것이 평밀대 작업이기 때문이다. 유
길훈의 구술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벼루 옆면에 문양조각을 하는 것인데 이때도 평밀대와 조각도 그리고 작은 정이 사용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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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고 미는 것인데 처음에는 어깨가 곪아 터지듯이 벌겋게 부어오르며 욱신거렸는데 한 달
이 지나면서부터 그 자리에 군살이 박히고 미는 힘이 생기면서 어깨로 평밀대를 밀 때 오

름 아닌 오른쪽 장지입니다. 문양조각을 할 때 제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손가락인 탓에 오
랜 세월 작업으로 인하여 장지가 유난히 넓고 굵게 변한 것입니다.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
속에 태어난 이 문양 작업에서 벼루의 깊은 맛과 처음 의도했던 내용의 문양이 각인될 때
소장자들로부터 오랜 기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명품이 탄생되는 것이지요.”

유길훈에 따르면 중국의 그것에 비해 우리나라 벼루의 상사가 높은 편이
라고 하는데, 중국 사람은 먹을 천천히 느리게 갈아서 먹물이 넘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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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그 자리가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나의 신체적인 변화가 있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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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평밀대는 30cm정도로 자루가 긴데 오른쪽 어깨 앞가슴 쪽 깊게 들어간 부분에다

적으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하게 먹을 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장식문양 조각하기
조각하기 과정은 장인의 숙련도가 가장 요구되는 부분이며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단계이다. 또한 벼루의 형태와 문양은 장인의 예술적 감
각이 반영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먼저 정과 망치로 바닥과 물집을 판 후 정
질과 평미레질로 균일한 바닥면을 만들어 준다. 그런 다음 날이 편평한 평
미레와 둥근 귀동구리 등의 조각칼을 이용하여 세부 문양까지 완성한다.
벼루의 조각은 벼루 몸체에 하는 경우와 뚜껑에 하는 경우가 있다. 벼루
몸체의 조각은 먹이 갈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몸체의 밋밋
함을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연석에 약간의 다른 색이나 문양이 있
을 경우 이를 최대한 살리는 편이지만 반구대 벼룻돌에는 이물질의 혼입
이 거의 없는 편이라 한다.
한편 목탱과 같은 목조각에서는 탱화초가 필수적인데 비하여 벼루의
조각은 밑그림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 유길훈은 원석을 두고 머리 속으
로 밑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망치로 떼어내는 순간 애초의 구상은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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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버리기에 석질에 맞추어 작업을 하면서 그때그때의 발상을 표출한다고
하였다.
문양은 매화꽃에서 시작하여 학(鶴)의 부조(浮彫)로 발전하고 이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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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소나무 등으로 확장되는데 용의 조각이 가장 고난도의 작업이다. 현
재 필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용조각은 대개가 옆으로 누워 있는 구도이나
유길훈이 제작한 벼루의 용조각은 용이 물속에서 솟아오르는 모양을 하
고 있다. 같은 용연(龍硯)이라도 밑그림이 없기에 용머리는 비슷하나 용
트림은 매번 다르게 나타난다.
전통적인 벼루제작 방식에서 참외연이나 거북연, 용연은 독립적 형태
로 뚜껑을 제작하나 나머지는 뚜껑을 잘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뚜껑을 만
들어야 할 경우 손잡이가 필요하기에 포도송이를 손잡이로 연출하기도
하고 매화등걸이나 대나무, 소나무 등을 손잡이의 용도에 적합하게 변형
하여 뚜껑으로 삼았다고 있다.
4) 봉망 세우기
벼루가 구비해야 할 첫 번째 조건은 먹이 잘 갈리고 고유의 묵색이 잘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연당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당의 표
면에는 숫돌과 같은 꺼끌꺼끌한 미세한 봉망이 있어 여기에 물을 붓고 먹
을 마찰시킴으로써 먹물이 생긴다. 따라서 봉망의 강도가 알맞아야 위에
서 말한 좋은 벼루의 조건을 갖추게 된다. 봉망이 약하면 먹이 잘 갈리지
않고 반대로 강하면 먹은 잘 갈리나 먹 입자가 굵고 먹빛이 좋지 않다. 또
봉망이 거칠면 먹이 떡이 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부드러우면 유리 접시에
먹을 가는 느낌을 준다.
봉망은 우리말로 칼날의 의미인데 칼이 무디면 칼로서의 기능이 사라
지는 것처럼 봉망도 계속 사용하면 마모되어 다시 봉망을 세워주어야 한
다. 봉망 세우기는 강돌이나 모래로 하는데 거친돌, 강한 돌, 연한 돌, 입
자 고운 돌을 준비하여 거친 것부터 시작하여 매우 고운 것으로 한나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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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되어야 잘된 것이라 하는데 손으로 만지면 매끈하지만 동시에 미세하
게 그 표면에서 예리함이 느껴져야 한다.

마무리 작업은 벼루를 달구어 밀랍을 칠하는 과정이다. 밀랍은 녹아서
벼루에 스며드는 데 이것은 벼루에 광택을 나게 하고 조각의 선명도를 높
여주는 기능을 한다. 고급벼루일 경우 유길훈은 옻진을 사용한다. 옻진은
벼루의 밑바닥을 제외한 바깥부분 전체를 도칠하는데, 이는 벼루의 광택
은 물론 보존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옻진이 벼루와 공기의 접촉을 차
단시켜 벼룻돌의 산화를 방지해 주기 때문이다.

울산 반구대 벼룻돌 석질과 벼루장의 특성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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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루 동안 바닥면을 갈아서 세워준다. 봉망 세우기는 고양이 혓바닥처

옻진은 옻나무를 잘 쪼개어 항아리에 넣고 큰 그릇을 그 밑에 받친 다음
항아리를 거꾸로 엎어 놓은 상태에서 진흙을 바르고 왕겨를 10가마 정도
덮은 다음 불을 붙여 이틀 동안 태우면 항아리 속에 있는 옻나무 진이 그릇
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방식으로 추출한다. 이렇게 그릇으로 흘러내린 옻
진을 꺼내어 조청을 달이듯이 약한 불에 오랫동안 졸이면 검붉은 옻진을
얻을 수 있다. 옻진은 한 번 만들 때 한 달 분을 만들기 때문에 일 년에 열
번 정도 만든다. 끝으로 뒷면에 제작 연호와 문양에 맞는 문사(文辭) 시명
(詩銘)을 새기고 주문자가 원할 경우 소장자의 이름과 제작 관지(款識)를
부기(附記)한다.

그림12. 제작과정1-원석채취

그림13. 제작과정2-채취한 원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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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제작과정3-원석재단

그림15. 제작과정4-벼루몸체 만들기

그림16. 제작과정5-상사긋기과정

그림17. 제작과정6-완성된 벼루몸체

그림18. 제작과정7-장식문양조각 및 봉망세우기

그림19. 제작과정8-완성

그림20. 유길훈, 부채모양 벼루

그림21. 유길훈, 산수문자 벼루

그림22. 유길훈, 문무 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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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유길훈, 매화문양 타원형 벼루

Chapter 04

그림25. 유길훈, 사각형∙타원형 벼루

Ⅵ. 맺음말-울산 반구대 벼루의 전통적 가치와 예술미
울산벼루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언양 반구대 일대에서 출토되는 벼룻
돌을 이용한 벼루제작에 있다. 반구대 벼룻돌은 쑥색과 검붉은색의 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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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 유길훈, 용문양 벼루

류이다. 벼룻돌로 많이 사용되는 오석(烏石)인 흑요보다는 강도가 높고,
보령 벼루 중에서 최상으로 치는 백운상석과 견줄 수 있는 정도로 상질이
다. 이는 중국의 단계석과도 비견되는데 홍단계 보다는 조금 연하고 녹단
계 보다는 강한 편이다.
벼루장 유길훈은 중국의 단계석에 버금하는 국내의 벼룻돌을 찾아 현
재의 언양 반구대 일대에 정착하였다. 그는 반구대 일대의 지질조사 연구
자였던 지인의 소개로 반구대 일대에서 상산자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
는 벼룻돌을 발견하였다. 반구대 주변 공사현장에서 채취된 돌로 벼루를
제작해 본 결과 단계석에 버금가는 재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년간 이 지역에서 버려지는 원석을 다량 습득하여 현재 보유하고 있다.
벼루장 유길훈은 벼루 제작도구와 제작기술에 있어서 또한 전통성을
고수하고 있다. 새로운 문양의 개발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벼루를 다루는
기능은 진천 상산벼루의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다. 문양이 두드러지지 않
고 은은하고 투박하면서도 자연미가 내재된 벼루를 전통기법으로 제작하
면 대략 5~7일간의 시일이 걸린다. 반면 기계 공구를 사용하면 제작 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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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축되고 화려한 조각과 장식이 가능하겠지만 그것에서 담백하고 고
아한 운치는 찾기 어렵다. 유길훈이 전통방식을 고집하는 이유이다.
그의 벼루들은 연면은 약간 깊게 파서 먹을 갈다가 멈추면 먹물이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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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로 몰리도록 하였으며, 가급적 연지에는 조각이나 문양을 넣지 않았다.
이곳에 문양을 넣을 경우 조각이나 문양 사이에 먹찌꺼기가 머물기 때문
이다. 같은 이유로 연면도 가급적 각을 지지 않고 원이나 곡선을 사용하는
데 이것 역시 모서리에 먹 찌꺼기가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벼
루의 전은 대나무를 반 쪼갠 모양으로 하여 먹물이 밖으로 넘치지 않고 안
으로 흘러들 수 있도록 하였다.
유길훈의 벼루에서 그의 뛰어난 기량과 예술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문양이다. 사전 도안 없이 그의 머릿속에 구상한 대로 바로 완성되는
유길훈 벼루의 대표적인 문양은 용, 봉황, 학, 잉어, 매·란·국·죽, 십장생,
포도, 도화, 일월, 산수 등으로 다양하며 울산과 반구대와 연관된 문양도
제작하고 있다. 또 겉치레를 배제하고 간결한 문양을 갖춘 회문연(回文硯
)과 심자연(心字硯)에서부터 소나무, 대나무, 매화 등 모두 충절을 뜻하는
사물을 그린 삼우연(三友硯), 그리고 벼루 뚜껑에 기하학적 문양과 화려
한 꽃문양의 우리 전통 문살을 조각한 창호연(窓戶硯), 연지에 외나무 다
리를 하나 놓고 그 위에 소를 탄 문관과 말을 탄 무관이 만나 세상 돌아가
는 이야기를 나눈다는 내용의 문무연(文武硯) 등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
한 문양을 통해 자신의 예술성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특히 꿈틀거리면서 승천하는 용문양을 벼루에 양각으로 조각한 작품들
에서 탁월한 그의 예술적 감각과 기술은 한층 더 돋보이고 있다. 자칫 실수
로 용 비늘 한 조각이라도 깨뜨린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파연(破硯)해야 하
기 때문에 매작업 순간마다 집중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장인의 예술정
신을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벼루들은 주로 40~60cm정도
로 큰 편이고, 사실적이며 입체적인 큰 문양을 강조함으로써 실용성과 장
식성을 동시에 갖추었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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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식만을 강조한 데 비하여, 유길훈의 벼루는 뚜껑이 있는 벼루를 제
작하기도 하고 뚜껑 문양까지도 입체 양각으로 제작함으로써 뛰어난 기
에 겸비하고 있어 작품의 예술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반구대 암각화의 문양을 벼루에 도입함
으로써 울산반구대 출토 벼룻돌의 석질의 바탕에 전통제작기술과 울산적
인 도안과 문양을 결합함으로써 울산의 지역성을 구축하는 노력도 주목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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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손잡이, 연지나 상사문양에서도 심미성을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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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석(紫石)을 사용하는 충북의 단양벼루 문양이 부조적인 성격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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