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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 철장을 찾아가다

달천 철장을 찾아가자면 옛사람들이 이용했던 수로(水路)를 따라가야 한다. 동해로 트인 

울산만에서 태화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구동이 나온다. 반구동에서 태화강은 동천

강과 태화강으로 갈라진다. 이 두 줄기 강에서 동천강을 따라 올라가면 달천 철장을 만나

게 된다. 동천강 하류의 서쪽 절벽 위에 경상좌도 병영성(사적 제320호)이 있고, 병영성을 

지나 약 5㎞ 정도를 더 가면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이 자리 잡고 있다. 달천 철장은 바로 

천곡동[옛날 달천동]과 상안동 일대에 걸쳐 펼쳐져 있다. 지금은 이 일대가 모두 아파트촌

으로 변했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 철 생산의 주축을 이루었던 그 유명한 달천 철장이었다. 

그 시대에는 동천강 상류까지 배가 다닐 정도로 강폭이 넓었으나 지금은 강폭이 좁아지고 

물의 양도 줄어든 탓에 강 중앙부에만 물이 흐를 뿐이다. 이제 강변에는 억새풀이 우거져 

있고 제방을 따라 자전거도로가 시원하게 조성되어 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전거를 달

리거나 산책을 하면서 사색에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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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철 생산의 주축이었던 

달천 철장



달천 철장 채광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을까

달천 철장의 옛 모습은 사라진지 오래지만 사진과 기록으로 잘 남아 있다. 철장이란 철의 

원료인 토철이나 철광석을 캐던 곳을 말한다. 달천동과 상안동 일대에 분포하는 이 유적은 

본래 이름인 ‘달내’에서 유래했다. ‘달내’의 「 」은 ‘쇠를 달구다’라는 것에 어원을 두고 있다. 

‘달’은 「 」의 음차이다. 「내」는 땅을 뜻하는 것이므로 「 내」는 쇠를 달구는 땅을 말하며 지

금도 쇠굿이라 부른다. 달천 철장의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문헌 『삼

국지 위서 동이전』과 『후한서』에는 “한·예·왜 모두가 변진에서 철을 가져갔고 모든 시장

에서 철을 사용하며 매매하는 것이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는 기사가 있

다. 기사는 다름 아닌 철이 당시의 경제발달에 크게 기여했다는 증거이다. 

고려 말에 이성계에 의해 달천이 철장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는 정종 때의 지울 주사 이종주

에게 주었던 왕지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우리나라 문헌에 달천 철장이 등장하는 시기는 조

선의 세종대부터이다. 『세종실록지리지』에 1452년 달천에서 생산된 철 12,500근이 수납 

되었다는 기록이 보인다(「鐵場 在郡北達川里 産白銅鐵 水鐵 生鐵 歲貢生鐵一萬二千五百

斤」). 달천 철은 질이나 채굴상의 조건이나 수송조건 등에서 우위를 점하였다고 한다. 울산 

출신 이의립(李義立)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무기생산을 하기위해 이곳에서 대규모

로 철을 채굴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의립과 그 아들 극경(克敬)은 국책에 호응하여 달천철

광을 찾아내어 크게 개발했다. 이런 공로로 이의립은 상전제에 따라 가선대부의 직첩을 받

았으며 달천철광도 하사받아 종자종손이 소유하게 되기에 이른다. 민영화가 된 것이다. 그 

후에 대부분의 철장들이 모두 민영화됨에 따라 달천 철장도 이의립의 후손들에 의해 계속 

경영되었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사람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달천 철장은 일제강점기부터 1996년 폐광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채광을 멈추지 않았다. 또

한 1906년 4월 일본인에 의하여 토출제련이 종료되고 철괴광석 생산개발을 시작했는데, 

이춘문 씨(2001. 8. 20. 향년 83세)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경주시 화산탄광(갈탄채굴)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다 일본인에 의해 차출되어 온 곳이 달천광산이었다고 한다. 광석운반에 

대한 그의 말을 들어보면 협궤(광궤)레일을 설치하여 가시랑 차(카바이트로 운행하는 광

차-カシラン)로 천곡 가재골을 거쳐 부어디미와 상안들 앞 동천강을 건너 호계역 및 장생

포 부두까지 운송한 다음 다시 선박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운송했다고 한다. 일본이 물러간 

다음 정운경, 김성택 등이 운영하다가 1964년 대한철광개발(주) 울산광업소로 발족되기에 



경남·부산·울산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 ˗  울산

이르렀다. 철광석, 와문석, 중석, 류비석 등 다양한 광물을 채광 했으나 2002년 와문석 채

광작업 종료와 함께 달천 철장의 모든 채굴작업이 종료되기에 이르렀다.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진 채광 흔적

달천 철장 인근지역이 최근에 개발

되면서 아파트부지와 학교부지 등

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에서는 삼한

시대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 다

양한 형태의 채광유구 및 관련 자

료가 확인되었다. 채광유구는 국내

에서 최초로 발굴조사 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유적의 보존에 대

해서도 심각하게 논의되기도 했다. 

삼한시대의 채광유구는 표토층에

서 넓게 채굴한 채굴장과 채굴 갱

인 구덩이를 파서 채굴한 것의 두 

가지 형식이 확인되었다. 채굴장은 

넓은 공간에 걸쳐 채굴했고, 바닥

이 울퉁불퉁하게 채굴의 흔적이 잘 

확인되었다. 채굴 갱은 평명형태가 

원형에 가까우며, 지름이 4~5m, 

깊이 0.5~2m 정도의 규모이다. 삼

한시대 채광유구의 가장 깊은 것은 2m 정도이다.

조선시대는 채광 갱을 통해 채광했다. 채광 갱은 평명형태가 원형과 비슷하고, 규모는 지

름이 1.2~1.5m, 깊이 4m 정도이다. 전체적으로 삼한시대 채광 갱보다 깊이가 훨씬 더 깊

다. 채광 갱은 수직으로 하강한 형태인데, 일부는 수직으로 하강한 다음 측면으로 채광했

는데, 이것은 맥 상으로 분포하는 토철의 맥을 따라 굴착하였기 때문이다. 채광 갱의 내부

에 채워진 흙으로 볼 때 채광 후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매몰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달천 철장 발굴 당시

달천 철장 발굴 장면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로(線路)가 일부 확인되었다. 달천유적에

서 출토된 철광석, 토양, 백색토, 사문암 등에 대해서 자연과학적 분석을 했다. 그 결과 철

광석, 토양 사문암에서 각각 비소가 높게 검출되었다. 

달천 철장의 철 성분에는 바코드가 있다

달천 철장의 철광석에 고농도의 비소를 함유되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비소는 달천 철장의 철임을 알려주는 바코드인 셈이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의 철제품 성분

을 분석하게 되면 달천 철장의 철로 만들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경주 황성동유

적에서 출토된 철을 분석한 결과 달천산으로 추정되기도 했는데 이것은 달천의 철이 신라

의 성장에 큰 몫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달천 철이 발견되

었다. 일본의 군마현 이세기시적굴촌4호분(5세기)에서 출토된 T자상 철기(살포)를 분석한 

결과 고농도의 비소가 검출되었다. 그것은 일본까지 달천 철이 수출되었다는 것을 말해주

고 있다. 그 외에 천엽현 시원시도하대1호분에서 출토된 「王賜」銘鐵劍에서도 비소가 검출

되었다. 그 검은 일본에서 제작된 것이 확실한 것이므로 철 원료를 달천에서 수입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성분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소가 검출된 

예가 아직 없으나 사서를 통해서 볼 때 중국으로도 수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현재 달천 철장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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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화재  달천 철장

관련이야기 소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기록

울산 쇠 부리 축제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는 2005년부터 매년 ‘쇠 부리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쇠 부리 축제

는 철을 생산하기 위해 옛사람들이 기울였던 노력과 옛날 울산지역이 철문화가 발달했다

는 것을 생각하고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이다. 여기에 다문화 나눔까지 더하여 그야

말로 뜻 깊은 북구 최고의 축제라 할 수 있다. 축제는 달천 철장에서 고유제를 지내는 것

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프로그램은 대장간 체험인 ‘전통 두두리 마을’을 비롯해, ‘조물조

물 에코 체험’, ‘전통타각 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하는 것과 뮤지컬 ‘불매의 혼-구충당 이의

립’을 공연한다. 그리고 ‘쇠 부리 역사관’은 갱도형식으로 구성하여 문헌 및 사진 등을 통해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달천 철장의 보다 생생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제수익금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나눔 행사’까지 겸하고 있어 그 의미는 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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