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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유전자 통해 새 도약을 기약함
2천년간 이어온 달천광산을 탐구하는 이유는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광맥을 캐
는 방법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회고취향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광산유적의 복원이
나 관광콘텐츠 확충에만 머물 수도 없습니다.
고고, 역사, 야금 연구자는 고대 제철산업의 실체와 가치를 발굴하는데 치중했고
행정, 관광, 이벤트 연구자는 도시 상품성과 관광 수요를 키우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이러한 접근만으로는 달천철장 2천년이란 깊고 큰 문화용량을 채우기 미흡하다는 생
각이 듭니다. 철기시대 2천년 사이에 세라믹과 실리콘 시대가 있었고 앞으로 새로운
문명이기가 움틀 것입니다. 토철에서 철을 뽑고 모래에서 반도체를 뽑듯 빛과 물에서
도 문명전환을 자극하는 소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방법은 정보의 수집과 처리입니다. 새것을 만드는 고도의 기
술 및 인력의 확보가 우선이며 다음이 생산과 거래입니다. 첫 제철산업 발상은 정보의
유입과 자극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울산이란 지정학적 위상은 선진 정보를 얻을 해
로와 육로가 뚫려있고 북방이든 남방이든 자극받을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정보를 구현할 자연재료가 있어야 했는데, 울산은 산악과 해양, 중생대에서
신생대 지질까지 다양한 풍토가 있고 선사시대부터 인구밀도도 높았습니다.
달천광산을 탐구한 이 책은 과거 비범하게 도약한 땅의 바탕을 이해하고 그곳을 개
척한 영웅들의 유전자를 확인해 자신감을 갖자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를 개척하는 힘을 얻자는 것입니다. 현실에 소용이 닿는 이용후생과 경세
치용에 달천광산을 탐구한 이 책이 이용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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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삼한일통에서 대한근대화까지 천변만화 공작소
달천광산은 2천년간 캔 통조림이었다. 서력기원이 시작할 때 석탈해가 쇠를 뽑기
시작한 뒤 2002년까지 캤다. 한반도 철기시대를 이끈 천변만화의 공작소였다. 그 힘
은 삼한일통의 저력이 되었고, 대한민국 근대화의 산실로 이어졌다. 대곡천 암각화가
선사시대를 열었다면 달천광산은 역사시대를 열었다. 이 책은 세계문화사적으로도
유례없이 긴 기간 운영된 광산에 대한 탐구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달천광산을 처음 개척한 주인공이 석탈해임을 밝히고, 그가 ‘한국 도깨비’의
원조임을 주장했다. 석탈해가 달천광산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크게 부각되지 못한 바
있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석탈해가 동대산맥을 넘어온 대장장이임을 분명히 밝
히고 있다. 대장장이는 고대로 갈수록 지위가 높다. 석탈해는 신라 제4대 왕이 되었
고 그 후 석씨 왕계는 171년간 이어졌다. 석탈해는 문화영웅으로서 신라 천년을 넘어
추앙됐다. 그 영향은 울산 중산동 제철단지를 거쳐 포항제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 두드리고 다듬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내는 존재로서 신라의 ‘동경 두
두리(豆豆里)’라는 명칭이 고려사에 등장했고, 그 뒤 신통방통한 행위들이 도깨비란
이름으로 조선팔도에 퍼져 오늘에 이른 것으로 보았다.
둘째, 달천광산의 구리 산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광산이 신라의 종과 불상을 비롯
황룡사 장육상의 동철(銅鐵)소재를 제공했으리란 가설을 제안했다. 달천광산은 철광
석뿐 아니라 중석·구리·비소 등이 함께 생산됐다. 구리는 청동기시대 핵심 소재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청동기시대나 신라시대에 구리를 산출한 광산이 확인되지 않았
다. 달천광산에서 1972년경 토철을 캐던 땅속에서 한꺼번에 구리 덩어리 50톤을 캤
다. 그리고 시추(試錐)결과 지하에 켜켜이 부존돼있는 기록을 확인하고 고대의 구리
소재 공급 가능성을 짚어봤다.
셋째, 달천광산의 비소 산출 특이성을 검토하고, 50년 이상 다퉈온 진한(신라)-변
한(가야)의 제철역사 특허권 분쟁의 최종 권리가 울산 달천에 있음을 강조했다. 중국
정사인 삼국지의 변진(弁辰)조에 전하는 ‘나라에 철이 나며, 이 철은 낙랑과 왜 등에
수출된다’는 기록을 두고 그 주체가 진한과 변한 어느 곳인지 판정나지 않고 있다. 울

산과 김해가 다툴 역사문화 특허분쟁이다. 이것을 판정할 수 있는 시금석이 비소이다.
고대의 철제품 가운데 비소가 검출되는 것은 달천광산의 철광석을 원료로 만든 것뿐
이다. 김해지역 고분 철제품에 비소가 발견된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에 주목했다.
넷째, 달천광산의 채광실태를 파악하고, 광체가 하나가 아니라 2개일 수 있다는
것을 제시했다. 노천채광과 지하채광을 함께 한 달천광산은 오래된 내력만큼 과정도
복잡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광체가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지하 300m 아래까
지 무뿌리처럼 뻗은 본 광체만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 장의 도면을 검토하고 또 40
년 가까이 이 광산에 근무한 광업인의 말을 들어보면 제2의 광체를 추정할 수 있다.
다섯째, 달천광산의 지질과 지사에 관한 특이점을 추출해, 달천광산이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혔다. 달천 주변은 양산단층을 비롯 동
래단층과 울산단층이 있다. 지각 깊이 쪼개지고 상하좌우로 움직였다. 그 과정에 마그
마와 접촉하고 변성된 광상이 형성됐다. 지질의 역사를 더듬으면 줄잡아 5천8백만년
을 거슬러 간다.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그래서인지 이 분야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다. 이 광산이 지질에 관한 연구는 무려 28편이고 이 가운데 박사학위를 배출한
것만 4편이다. 하나의 광산을 두고 이렇게 집중된 연구는 드물다. 그만큼 지질이 특별
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장구한 세월 숙성된 지하자원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 형
성기원을 정리했다.
여섯째, 2천년간 개발되면서 변형된 달천광산 지형을 개념적으로 복원했다. 지형
도·지질도를 비롯 이 광산을 연구하고 개척한 분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했다. 달
천광산은 한국의 문화재를 넘어 세계유산적 성격이 있지만, 원형이 무참히 훼손됐다.
왕을 배출하고 삼국통일의 저력을 길러준 광산의 형태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
됐다. 가급적 옛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선시대 구충당 철산도(鐵山圖)와 현대의
지질도, 그리고 옛 지형을 기억하는 분들의 얘기를 모아 재구성했다.
일곱째, 최근의 도시행정이 달천 땅을 변형시킨 실상을 알아보고 달천광산의 혼이
우리에게 어떻게 스며있고,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짚어봤다. 땅은 저마다 속
성이 있다. 한번 형성된 그 속성은 세월이 가도 지속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
리나라 철기문화의 산실인 데다 긴 시간이 축적된 달천광산은 장소의 혼(Genius
Loci)이 남다른 곳이다. 이 장소에 대한 가치를 자각하고 혼을 되살려 보려는 노력을
살펴보고, 그런 노력이 지향하는 바를 탐색했다.
이 책은 무엇보다 2천년이란 시간에 방점을 뒀다. 우리나라에 백년을 넘은 사업장

이 드물다고 한다. 해외에서는 오래전 폐광된 소금광산을 문화자산으로 자랑하고, 솔
로몬왕의 구리광산이 발견됐다고 대서특필한다. 그런데 울산에는 2천년을 경영한 광
산이 존재한다. 존재 양상도 실증적이다. 광산을 연 시기가 사서에 나타나며, 운영주체
가 있었고, 상호가 있으며, 거래내역이 있다. 2천년 사업장의 이력을 밝힐 반듯한 자
료다.
장소는 울산 북구 달천동 산 20-1 주변 8만6천평이다. 운영주체는 삼한시대 석탈
해-조선초엽 이종주-조선중엽 이의립-광복이후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로 이어온 근
거가 있다. 거래내역을 보면, 중국 정사는 삼한시대 수출상황을 기록했고, 조선왕조실
록은 매년 정철 공납량이 1만2천5백근이었음을 알려준다. 현대의 광업현황표는 한국
전체 철광산 가운데 생산 순위 3위임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폐광된 시기는 2002년
11월 30일이었다. 달천광산의 문명사적 가치를 알리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에도 지극
히 소홀했음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달천광산을 깊이 이해하려면 지질·금속·고고·문화인류 등 여러 분야를 포섭해야 한
다. 이 분야 전문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파악해야 할 분야다. 필자는 10여년 전에 이
같은 공동연구를 해달라는 건의를 공식적으로 했지만, 결실을 얻지 못했다. 지형은
계속 변형되고 광산의 내막을 아는 분들의 나이가 많아져 갔다. 안타깝게 여기던 중
2020년 한 해 동안 달천광산을 탐구할 기회를 얻었다. 기간이 짧고 학제간 협업을 할
형편이 되지 않아 단독으로 탐구할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울산학에 대한 애정 하나를 밑천으로 자료를 모으고 정리한 뒤 상식 수준
에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를 지질·금속·고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책에 싣
는다. 달천광산에서 일했던 여러분들을 만나 견해를 들어야 했으나, 전염병 때문에 널
리 의견을 구하지 못했다. 여러 아쉬움 속에 만든 이 책자가 달천광산 정수에 다가가
는 징검다리의 밑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0. 12
김 한 태

Contents
1. 한반도 철기시대 일으킨 천복의 땅
1) 나팔꽃 또는 무뿌리라 불린 광체의 배태 ...................................................................................... 10
2) 철광석 모암의 120km 남하설 ......................................................................................................... 16
3) 심층 마그마가 만든 카보네타이트설 .............................................................................................. 19
4) 가설을 촉발시킨 선행연구 ............................................................................................................... 24

2. 문화영웅 산실이자 삼국통일 원동력
1) 석탈해의 개척 .....................................................................................................................................
2) 달천광산은 도깨비 본산, 석탈해는 으뜸 도깨비 .......................................................................
3) 구충당의 재개발 .................................................................................................................................
4) 고려시대 휴광 .....................................................................................................................................

32
40
48
54

3. 2천년광산의 폐업과 거대한 진공
1) 속절없이 잘린 세월의 두께 ............................................................................................................. 58
2) 최종 폐업날의 재구성 ....................................................................................................................... 62

4. 자료와 기억으로 복원한 원지형
1) 350년전 구충당 시문에 나타난 모습 ............................................................................................
2) 권병탁 조사단이 둘러본 델타지대 .................................................................................................
3) 고려대학교 기술연구소의 관찰 ......................................................................................................
4) 1975년 지질학자가 본 형상 ............................................................................................................
5) 천곡・달천유적 발굴 때 본 지형 ......................................................................................................
6) 토양오염조사단이 본 지형 ..............................................................................................................
7) 광산인 윤석원이 37년간 본 모습 .................................................................................................

68
75
80
82
85
92
95

5. 삼한(三韓)에서 대한(大韓)까지 노천광산
1) 한반도 유일한 토철광산의 강점 ................................................................................................... 105
2) 고대의 철광석 수요와 공급 ............................................................................................................ 113
3) 60년대 전국 철광생산 3위 ............................................................................................................. 115

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6. 지하 광체의 형태와 채굴
1) 잊혀진 제1호광체의 존재 ................................................................................................................ 118
2) 본 광체인 2호 채굴장 형태와 환경 ............................................................................................. 126
3) 정성껏 채굴한 본 광채의 개척과정 ............................................................................................. 133
4) 자력탐사와 시추로 미리 봤던 땅속 얼개 ................................................................................... 138

7. 구리·중석·사문석 공존의 함의
1) 신라의 종과 불상 재료공급 시사하는 구리 ............................................................................... 146
2) 공들여 회수한 중석 ......................................................................................................................... 152
3)‘모팔모의 초강철검’첨가제 연상시킨 사문석 ......................................................................... 157

8. 역사특허 분쟁 가릴 비소
1) 진한 대 변한 제철발상지 논란 끝낼 시금석 ..............................................................................
2) 국내 철광산 미량 비소와 비교 .....................................................................................................
3) 달천광산 비소가 확인된 유적 .......................................................................................................
4) 광산 명운 걸렸던 비소 함유율 ......................................................................................................

163
169
170
172

9. 도시행정이 뒤흔든 땅의 혼
1) 용도지역 변화와 토건개발 .............................................................................................................
2) 문화재 가치판별 논란 .....................................................................................................................
3) 비소파동과 토양정화 ......................................................................................................................
4) 폐광 이후 사라진 것과 남은 것 ....................................................................................................

180
183
188
192

10. 비판과 자각, 그리고 계승과 전망
1) 문화원형 훼손에 대한 경고와 호소 ............................................................................................. 204
2) 학계와 문화계의 선구적 활동 ....................................................................................................... 210
3) 울산박물관 망원창이 보는 달천광산 .......................................................................................... 217

<일러두기>
▶본문 가운데 작은 글로 쓰인 인용문 끝에 ‘<尹’ 표기는 윤석원(尹錫元)씨의 구술임을 나타낸다. 그의 구술이 많
기 때문에 이름을 줄여서 표기했다. 그는 달천광산을 마지막까지 지킨 광산인이다. 대전의 충남공업고등학교 광
산과를 졸업한 1965년 달천광산에 취업해 광산이 폐업한 2002년까지 근무했다. 취업 초기 측량기사로 시작해
노천 및 지하 채광을 비롯 생산・총무부서를 모두 경험했다. 광업을 총괄하는 부서장을 거쳐 소장 직위까지 맡았
다. 달천광산에 대해 많은 기억과 자료를 지닌 산증인이다.
▶이 책에 사용된 도면과 문서는 울산박물관 소장품이 대부분이다. 이 소장품은 윤석원씨가 폐광할 때 소실될 뻔
한 자료를 모아 박물관에 기탁한 것이다. 기탁품은 211점으로 일련 번호가 매겨져 있다. 도면첩이나 사진첩의 경
우 하나의 번호가 매겨진 자료 속에 여러 장의 도면이나 사진이 있다. 사용된 도면 가운데 일부는 윤석원씨가 지
니고 있는 것도 있다. 울산박물관 소장품 사진은 사진설명 끝에 <울산박물관>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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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1

한반도 철기시대 일으킨
천복의 땅
1) 나팔꽃 또는 무뿌리라 불린 광체의 배태
2) 철광석 모암의 120km 남하설
3) 심층 마그마가 만든 카보네타이트설
4) 가설을 촉발시킨 선행연구

달천광산은 괴상하다. 광산을 구성하는 모암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해석이 다르다. 달천광산이 형성된 기원을 알기 위해 연구자들이
20여편의 논문을 썼다. 달천광산 연구를 통해 배출된 박사학위만 4개다. 그
래도 아직 명쾌히 풀리지 않았지만 두 가닥의 해석이 있다. 광산의 핵심암체
가 120km나 옮겨왔다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깊은 지각에서 솟구쳤
다고 한다. 각각의 해석은 도깨비처럼 신묘하다.
달천광산은 서력기원이 시작할 무렵 한반도 철기시대를 열어젖힌 산실로
간주된다. 그로부터 2002년까지 2천년간 광석을 캔 드문 광산이다. 여기에
대장장이가 등장하고 신라 제4대왕이 탄생했다. 또 신라의 융성과 삼한통일
의 기반이 됐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국방과 민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문
화의 시대인 금세기에도 어떤 역할을 하리란 기대를 품게 한다.
이미 2천년간 위대한 업적을 쌓은 이 땅의 형성기원에 다가가려면 지질학
자들이 탐색한 멀고 깊은 땅의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
1)나팔꽃 혹은 무뿌리라 불린 광체의 배태
달천광산 지사(地史)의 첫 장은 중생대 백악기 말에서 시작할 수 있다. 백
악기 한반도 동남부 지역은 대부분 퇴적암이 펼쳐져 있었다. 모든 암석의 근
본 상태는 수평이므로 이 퇴적암도 평탄했다. 울산에서 대구나 진주 쪽 도
로변 곳곳에 보이는 시루떡처럼 층리가 가지런한 그 암석이다. 이 암석은 백
악기 경상도 지역 거의 대부분이 거대한 호수일 때 흙과 자갈이 쌓여 굳어졌
다. 울산 부산 진주 대구 등이 그 호수 범위에 든다. 지질・지형 학계는 이 호
수를 ‘경상호’ 또는 ‘경상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곳에 쌓여 굳어진 퇴적암
을 경상누층군1)이라고 부른다. 호수의 가운데는 뻘이 많고 가장자리에는 자
갈이 많다.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지역에 따라 하양층・울산층・함안층 등으로
구분했다. 물결흔적이나 공룡발자국 화석이 많은 울산층은 호수의 가장자리

1. 장기홍, 1977, 「경상분지 상부 중생계의 층서퇴적 및 지구조」, 지질학회지 제13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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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있다. 경상호에 누적된 퇴적암 두께는 8km에 이르는 곳도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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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경상호에 쌓여 굳어진 퇴적암 종류와 두께를 보여주는 그림. 대구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100km 떨어진 울련
산층까지, 오른쪽으로 80km 떨어진 진주층까지 전개된 경상층군의 층서(層序)를 보여준다. 마산 팔용산응회암층이
8km에 가깝고 낙동층은 0.5km 정도로 엷다. 울산지역은 두께 4km 가량인 신라역암층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장
기홍의 1968년 「경상층군의 층서개요 도면」을 한글로 보정>

백악기 후반 즉 중생대에서 신생대로 넘어갈 즈음 이 퇴적암을 뚫으려는
마그마의 꿈틀거림이 있었다.3) 이때 지각을 찢고 분출된 곳은 영남알프스나
치술령 산체를 이뤘다. 솟구치다가 땅 속에서 식어버린 마그마도 있었는데,
대개 화강암 마그마였다. 화강암 마그마가 굳어진 형태는 암주(岩柱) 즉 둥
근 기둥이었다.4) 장구한 세월에 걸쳐 퇴적암이 깎여나가고 화강암 기둥이 둥
글게 드러난 곳이 두동면 은편과 욱곡, 농소읍 가대, 청량면 율리 등이다. 어
2. 최광선 등은 1987년 대한지질학회지에 실은 「중력에 의한 경상분지 남부의 지각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경상분
지 중앙부분의 퇴적암 두께는 4~5km, 울산 남서부 해역은 7km로 두꺼우나 제3기 화산암이 발달한 구룡포 쪽
은 최저 0.5km에 이른다고 기재했다.
3. 불국사 조산운동 혹은 불국사 변동이라 불린다. 중생대 백악기부터 신생대 제3기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조산
운동이다. 중생대에 접어들면서 한반도는 대륙의 가장자리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침강하는 해양판으로 인해
많은 지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불국사 조산운동은 그로 인해 발생했다. 이 조산운동으로 생성된 화강암을
불국사 화강암이라고 한다. 경주의 불국사 토함산의 화강암 연대를 측정하여 얻은 결과, 다른 지역의 화강암과
의 연대가 달라서 이를 불국사 화강암이라 하였는데 화강암의 이름을 따서 불국사 조산운동이라는 이름이 붙
여졌다.<위키백과>
4. 이금삼∙조화룡, 1998, 「경상도 지역에 있어서 지질별 지형특성 분석」, 한국지형학회지 제5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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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곳은 단층운동에 쪼개져 둥근 형태가 어긋난 곳도 있다.

<사진2> 달천광산의 석회암층을 보여주는 지질도. 둥근 점선 안의 파란 줄이 그어진 부분이 달천광산이다.
남외동 공설운동장 크기다. 왼쪽 보라색으로 반원형을 보이는 큰 지형이 가대 화강암이다.

이에 앞서 중구 성안동 뒷산에서 농소에 이르는 직경 12km의 둥근 땅이
함몰되고 푹 꺼진 곳에 마그마가 솟구친 대규모 지질사건5)이 있었다. 울산
환상함몰복합체 또는 울산 콜드론이라 불리는 이 구조는 학계에서 두루 인
용된다. 땅 꺼짐 현상에 접촉된 지점은 중구 복산동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
서 울주군 서사리, 북구 달천동과 시례마을이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5. 콜드론(Cauldron)은 솥뚜껑이란 뜻을 가지며, 화산의 함몰구조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다. 화산함몰체라고도 한
다.<자연지리학사전>. 차문성은 1985년 부산사대논문집 제11집에 실린 「경상분지 동남부의 환상구조(Ι)」에서
경상도 동남부에서 백악기 말에 생긴 대형 환상함몰체로 8개를 제시했다. 울산에서는 울산 북부와 대운산, 이
웃 지역에는 청도 운문사와 최정산, 부산 장산, 진례, 마금산, 채약산이 대상이다. 환상형 함몰체 직경이 큰 곳은
25km, 작은 곳은 5km이고 형성시기는 대개 7천만년 전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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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8백만년 전 백악기가 끝날 무렵이었다.6)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 둥근 솥처
럼 꺼진 땅을 채우기 위해 화강암 마그마가 상승한 것이었다. 이 시기 솥의
가장자리에 해당하는 한 지점에서 ‘난데없는’ 석회암질 마그마와 화강암이 접
촉하는 사건이 생겼다. 난데없다는 뜻은 민물 호수 퇴적층에서 해양성 퇴적
암 성분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나중에 지구과학 분야 뿐 아
니라 한반도 문화사에 큰 변수로 작용하게 될 터이다.
석회암과 화강암이 접촉할 즈음 철, 구리, 금 등을 내포한 열수(熱水)7)가 철
광석을 비롯 동광석∙중석 등을 배태시켰다. 석류석이나 방해석 같은 결정체도
형성됐다. 접촉변성광상8)이란 것이었다. 이 현상이 일어난 곳에 볼록 렌즈 형
태로 광물과 암석이 뒤섞이는 광화대가 생겼다.9) 그 렌즈의 윗 부분은 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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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동안 깎여 나갔고 아랫 부분만 현세에 남아있다. 남아있던 렌즈의 직경은
200m에 채 미치지 않았고 깔떼기 형태로 땅속에 뻗은 깊이는 650m에 이르렀
다. 너비와 깊이는 달천광산 경영자들이 시추작업을 통해 직접 측정한 값이
다. 학자들은 이런 형태의 광상을 깔떼기 또는 나팔꽃 형상이라고 했고, 광산
인들은 알기쉽게 무 뿌리라고 불렀다. 이곳이 울산 달천광산이다.
달천광산은 작다. 축척 5,000분의 1 울산지질도에서 손톱 크기로 표현될
정도다. 석회암은 주로 청회색 또는 백색이다. 보통의 석회암을 현미경으로
보면 해양에 살았던 조개나 조류의 미세한 조직이 반영된다. 달천의 석회암
은 그런 흔적은 없고, 석회암이 완전히 용융돼 재결정된 형태다. 그래서 결정
질 석회암이라 불린다. 석회암은 근본적으로 바다 밑에 가라앉은 조개껍떼기
∙고기뼈∙산호 등의 파편으로 이뤄졌다. 석회암은 퇴적암을 말하기 때문에 이
6. 이종익 등은 1997년 지구과학학회지에 실은 「경상분지 중동부 울산-경주 지역의 화강암체에 대한 K-Ar 연대
측정」에서 울산 환상함몰체와 연관된 화강암의 형성시기를 5천8백만년에서 6천3백만년사이로 해석했다.
7. 마그마가 식어서 여러 가지 광물 성분이 굳어서 나온 뒤에 남는 수용액. 물의 임계 온도인 374℃ 이하의 뜨거운
용액으로 많은 유용 광물이 용해되어 있다.<정지곤∙이정만 공저 『화성암석학』>
8. 마그마에서 나온 가스가 주위의 암석, 특히 석회암질 암석에 작용하여 생긴 광상∙철∙구리∙납∙주석∙텅스텐 등이
형성된다.<자연지리학사전>
9. 박양대.윤형대는 1968년 『한국지질도 울산도폭』 응용지질 설명서에서 ‘표토 하부의 광화대는 주향연장 130m
이며 하부로 갈수록 좁아져 렌티큘라(Lenticular)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 이어서 ‘No1 갱도에서는 렌즈
상의 광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질도 이후 주향연장이 훨씬 길어지는 등 새로운 해석이 따랐지
만, 렌즈상이란 기본 형태는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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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윤석원이 그린 철광석 채굴계획도. 이 그림에서 윗 부분은 나팔꽃 모양의 노천채굴장이고 지하채굴장은 무
뿌리처럼 뻗어내렸다. 왼쪽 작고 붉은 곳은 철광석이 풍부한 위성광체다.

14

내용으로 보아서는 "석회암"이라 부를 수 없다. 그래서 석회암보다는 '탄산염
암'이라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 나중에 언급할 탄산염 마그마에 해당되는 카
보네타이트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편의상 석회암으로 기술한다. 지
구상 모든 퇴적암의 10%를 이루는 이 암석은 탄산칼슘이 주요 성분이다. 주
로 흰 빛이 나며 잘 녹고 잘 깎인다. 울산 부산 진주 대구를 삥 두른 지역 가
운데 석회암이 집단 암체를 이룬 곳은 울산 북구 달천광산 뿐이다.10) 경북의
위쪽 문경∙정선∙영월에는 석회암이 3km 두께로 있다.11) 평안도에도 있다. 그
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울산 달천광산에만 존재한다. 달천광산의 지질특이성
은 여기에 있다. 달천광산이 2천여년간 주목된 까닭도 이 석회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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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연구자들이 달천 석회암의 기원에 대해 50년 넘게 연구했지만 아직
정설은 없다. 그만큼 까다로운 문제였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는 크게 두 개의
해석이 양립됐다. 하나는 경상북도 북동쪽 끝(울진군 평해)에 있던 석회암
체가 울산 달천까지 이동했다는 설이다. 마치 설악산에 있는 ‘울산바위 설화’
의 반대현상처럼 들리지만, 이 해석은 일부 일본 학자도 지지한다. 또 하나는
지각 아래에 있던 탄산칼슘을 머금은 마그마가 솟구쳐 굳어졌다는 설이다.
이 설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현상이어서 설명하는 용어도 ‘카보네타이트
(Carbonatite)’란 영명을 그대로 쓴다. 지질학계에서는 달천 석회암의 기원에
대해서는 해저퇴적암이거나 카보네타이트이거나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어느 쪽인지에 대해서는 동의한 바가 없다.
한반도의 석회암층은 제한적으로 존재하는데 아주 예외적으로 울산 달천
에 있다. 이 석회암층에 열수가 닿아 생겨난 탄산염암12)과 사문암이 달천광
10. 박기화∙박희인은 1980년 「울산 철.중석 광상의 성인」에서 ‘경상계 지충 중에는 두꺼운 석회암이 발달된 곳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김규한∙요시다 나오히로 등은 1990년 「울산철광산의 탄산염암과 사문암의
성인」에서 ‘달천철장 석회암층은 조선계 석회암의 주 분포 위치와는 멀리 떨어진 경상퇴적분지 동남단에 독
립적으로 소규모 분포한다’고 기재했다.
11. 김옥준∙윤순규 등은 1973년 「남한 대석회암통의 층서와 지질구조」에서 ‘강원도 중부에서 충청북도와 경상북도
일부에 걸쳐있는 지역은 태백산지구 또는 옥천지향사인데, 캄브로.오르도비스기에 속하는 대석회암통이 넓
게 분포하며 석회암 원료 뿐 아니라 금속광상이 배태되어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이라고 밝혔다.
12. 탄산염암은 석회암과 백운암처럼 탄산염 광물을 50% 이상 함유한 암석이다. <자연지리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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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특징 짓는다. 이것이 고대에서 지금까지 달천광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모든 사건의 근본이다.
따라서 이 특이한 존재의 비밀을 풀기 위해 여러 학자가 주목했는데, 의견
은 양분돼 있다. 양분된 의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석회암 땅덩이의
120km 이동설이다. 문경 일대의 석회암 마그마가 지각변동에 따라 울산까지
이동했다는 학설인데, 양산단층의 지괴변동과 관련지어졌다. 이에 대응하는
이론은 국제지질학계에서도 이론이 분분한 카보네타이트설이다. 이 논거는
지각의 깊은 곳에 있던 탄산칼슘이 응집된 마그마가 솟구쳐 탄산염암을 비
롯 유용광물을 형성했다는 주장이다. 두 이론 모두 달천광산의 특이성을 대
변한다. 한반도 지질 전체를 볼 때도 특기할 곳임을 시사한다.13) 이곳이 철기
문화를 배태한 산실이자 대장간이었다.
2) 철광석 모암의 120km 남하설
철광석의 모암인 석회암의 120km 이동설은 김규한 등의 1990년 논문에서
제시됐다. 지질학회지에 실린 「울산철광산의 탄산염암과 사문암의 성인」이란
제목의 논문이었다. 이 논문의 요지는 ‘달천광산 석회암의 기원은 고생대 해
저에서 형성된 석회암이며, 이 암석은 양산단층을 따라 120km 옮겨진 것’이
다. 이동하기 전의 자리는 울산에서 130km 떨어진 경북 울진군 평해읍을 상
정했다. 평해에는 고생대 해성 석회암층이 있다. 평해 석회암은 태백-소백-월
악산으로 이어지는 옥천대 석회암층에 속한다14).
옥천대에 있어야 할 석회암층이 울산에 있는 데 대힌 설명으로 양산단층
에 의한 지괴이동설을 제시했다. 양산단층은 김해에서 양산 경주를 지나 평
해로 뻗은 연장 200km 단층구조선을 보이고 있다. 이 논문은 양산단층선
동쪽의 땅덩이가 약 120km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해석했다. 양산단층 오
13. 김규한 등은 1993년 『광산지질』에 발표한 「울산철광산 지역의 사문암의 사문석화 작용에 관한 연구」에서 ‘중
생대 경상퇴적분지 동남부에 분포하는 사문암과 탄산염암은 그의 성인 해석 뿐만아니라 경상퇴적분지의 구
조발달사와 화성활동사와 관련이 있어 흥미로운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다.
14. 울진-태백산-영동-목포를 잇는 선 사이에 있는지대. 고생대 해성 화석이 분포한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
『한국의 지질 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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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쪽 땅 덩이의 이동설은 그 전에도 있었다. 양산단층의 블록이동에 대해서
는 우병용이 1984년 발표한 「양산단층의 지형학적 연구」에서 제시한 25km
우횡변이(右橫變移)설이 있었다. 즉 양산단층의 오른쪽에 있는 포항 경주 울
산 땅덩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아래쪽으로 미끄러졌으며, 그길이가 25km에
이른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문은 넓게 인용되었다. 김규한 등의 주장은 이보
다 5배에 긴 120km를 상정한다. 우병용의 주장보다 훨씬 더 늘어난 만큼의
길이는 양산단층이 이
중적으로 형성된 것으
로 풀이했다. 즉 양산단
층은 백악기 경상분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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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것과 그 이전
에 같은 구조선을 따라
땅덩이가 미끄러져 내린
사건이 따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적용시킨 것
이 울산단층이다. 이 단
층은 울산 동천강을 따
라 경주-기계-청송을 잇
는다.15) 이런 단층운동
이 겹쳐 달천석회암이
이동됐다는 추정이었다.
그러니까 120km 미끄
러진 사건은 단번에 일
어난 것이 아니라 긴 시

<사진4> 평해석회암의 120km 이동설을 설명하는 그림. 긴 선이 양산단층
이고 북동쪽 끝이 평해읍이다. 양산단층 오른쪽 짧은 선은 동래단층, 그 옆의
비스듬한 선은 울산단층이다. 동래・울산 단층이 닿은 점에 달천광산이 있다.
점이 촘촘한 곳은 퇴적암, 성긴 곳이 화성암지대이다.

15. 송무영.경재복은 1996년 「울산단층 중부일대의 지구물리탐사 및 단층특성」에서 ‘울산단층은 경상분지의 주요
단층 가운데 하나로 울산 부근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달리다가 경주 북부에서 양산단층과 만나며 연장은 약
50km’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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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걸쳐 여러번 지속된 것으로 풀이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달천광산에 석회암이 있게된 배경은 땅덩이의 수평이동
이다. 그 결과 달천광산 지질층서의 위쪽에 석회암층이 놓이게 됐다. 석회암
이 위에 있고 화강암 마그마가 뚫고 오르면서 접촉변질광상을 배태한 것으로
해석했다.
큰 땅덩이의 이동설은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지만, 먼 지질시대에는 한반도
가 적도 부근에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혀 생소한 것은 아니다.16) 그
러나 이 해석은 얼마 뒤 새 이론에 의해 비판된다.
이 논문이 주장하는 또 다른 근거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고 물리 또는
화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요소를 통해 확인한 자료였다. 즉 자연붕괴되지
않는 안정동위원소17) 함유비율과 화학조성 등 지화학적 분석이었다. 안정동
위원소비율 검증에서는 고생대 바다에서 형성된 석회암층이 있는 옥천대와
울산 달천의 석회암 시료를 비교한 결과 비슷한 값을 얻었다. 이 결과를 토대
로 달천 석회암이 옥천대과 같은 시기 같은 바다에서 형성된 석회암이란 결
론에 이르렀다.
김규한 등이 제안한 고생대 해성 석회암설에 대한 견해는 계보가 깊다. 가
장 이른 것이 1963년 상공부 광산과 황인전의 「울산철광조사보고서」이다. 황
은 이 보고서를 쓰기에 앞서 2년전 전 달천광산 인근을 시추해 자료를 얻고,
아울러 과거에 있던 2개의 갱도를 통해 자료를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본 지
역의 주요암석으로 석회암 사문암 혈암 혼펠스 및 흑운모화강암 등을 볼 수
있다. 석회암층은 시대미상(조선계?)이나 백색 결정질석회암으로 광산부근에
소규모로 분포된다’고 서술했다. 여기에 기재된 의문부호는 황인전 자신이 붙
였다. 그가 처음 단 의문부호는 아직도 벗겨지지 않고 있다.

16. 자성광물에 의해 지층 속에 생성되거나 퇴적될 때 당시의 지구자기장 방향과 동일하게 배열되어 영구적으로
잔류하고 있는 기록이 남는다. 김광호는 1990년 「고지자기(古地磁氣)와 한반도의 이동」에서 ‘(3억년 전) 석탄
기에 우리나라는 적도 부근에 있었고 시베리아는 거의 현재와 비슷한 위도에 있었다. 우리나라는 (1억3천만
년전) 쥬라기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위도에 도달했다’고 서술했다.
17. 자연상태에서 안정동위원소 존재비는 지구상에서 일정하다. 김규한 등의 연구에서는 안정동위원소 δ₁₃O와 δ
₁₃C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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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박양대∙윤형대는 당시의 과학기술처 국립지질조사소가 펴낸 ‘한국
지질도 울산도폭’(Sheet 7021-1)에서 비슷한 의견을 기술했다. 이들은 지질도
의 지질각론에서 달천의 석회암에 대해 ‘정확한 시대는 미상이나 조선계의 대
석회암통에 속하는 석회암층으로 사료된다. 청회색(靑灰色) 또는 유백색(乳白
色)의 결정질석회암으로 화강암의 관입(貫入)접촉으로 재결정되었다’고 적었
다. 이 설명에 따르면 석회암이 먼저 지붕처럼 얹혀 있었고, 화강암마그마가
그것을 뚫고 올라온 것으로 설명됐다. 아울러 사문암에 대해서도 ‘석회암체
의 남부와 북부에 소규모의 사문암이 분포하는데, 청회색(靑灰色) 또는 청록
색(靑綠色)을 띠며 치밀하고 호상(縞狀.띠 모양)의 흑색조선(黑色條線∙검은색
줄)이 발달돼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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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까지는 여러 연구자들이 조선계 대석회암통에 속한다는 전제를
깔았지만 확실하지 않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따라서 달천 석회암이 존재하게
된 경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1990년도에 조선계
대석회암통으로 단정하고 120km 이동했다는 김규한 등의 제안은 대담한 결
론이었다. 이런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이화여자대학 과학교육과 연구자 김규
한∙박재경을 비롯 같은 대학 물리학과 양종만 그리고 일본 도야마대학교 지
구과학과 사다케(佐竹 洋) 등의 공동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10년 뒤 이 이론
을 비판하는 새 논리가 떠올랐다. 1999년에 해외에서 발표된 카보네타이트18)
설이었다.
3) 심층 마그마가 만든 카보네타이트설
양경희∙황진연∙옥수석 등은 2001년 한국암석학회지에 게재한 「울산광산에
분포하는 탄산염암체의 성인에 관한 연구 : 카보네타이트의 가능성」에서 석
회암체 이동설을 밀치고 새 해석을 내놨다. 그것은 카보네타이트설이었다.
이 해석은 지질의 돌연변이 혹은 격세유전과 비슷한 느낌을 준다. 석회암체
의 이동설은 멀리서 수평적으로 떠밀려 왔다는 것인데 비해 카보네타이트설
18. 카보네타이트(Carbonatite)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이 용해될 때 나타나는 화학반응을 뜻하는 탄산염
화작용의 영어명 Carbonation과 암석을 표기할 때 쓰이는 영어 어미 ite가 합쳐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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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직으로 상승한 개념이었다. 카보나타이트는 아주 깊은 지하에서 탄산염
성분을 포함하는 마그마가 형성되어 틈을 따라 상부로 이동했다는 설이다.
전형적인 맨틀기원의 카보나타이트는 관입상의 탄산염암으로 알칼리 화성암
혹은 초염기성암과 함께 열곡대나 주요 단층대에서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으
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암석들의 산출상태와 지화학적, 광물학적 연구 등을
보강하여 양경희.황진연 등은 국제학회지에도 카보나타이트설에 대한 논문을
게재하였다.19)

<사진5> 달천광산 세로로 자른 단면도. 1번 켜켜히 겹친 그림은 퇴적암(울산층)이고 2번 삼각형이 촘촘한 것이 화산암
이다. 3번 엑스표인 곳은 화강암, 4번 검은 것은 초염기성암(사문암), 5번 그물형태는 안산암, 6번 꽃무늬 형태는 알비
타이트, 7번은 카보네타이트, 8번 가운데 검은 깔떼기 형상은 철광석, 9번 비스듬한 선형은 맥암이다. <그림은 양경희・
황진연・옥수석의 2001년 「울산 광산에 분포하는 탄산염암체의 성인에 관한 연구:카보네타이트의 가능성」에서 인용)

우선 양경희 등이 김규한 등의 석회암체 남하설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분지 안에는 두꺼운 석회암층의 노두가 있다고 보고
된 바가 없으며, 주변의 지질구조로 볼 때도 무리가 있다’는 것이었다. 둘째,
‘탄산염암체(석회암)가 초염기성암20)(사문암)에 둘러싸여 공간적으로 연관성
을 가지며 동심원상을 이루고 있는 산출상태를 포함하는 여러 야외 증거들
역시 퇴적암기원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는 것이었다. 120km 이
19. 양경희・황진연・윤성효는 울산 카모네타이트설을 해외 학회지인 『The Island Arc』에 게재하여 국제적으로 알
렸다.(Yang, K.H., Hwang, J.Y., Yun, S.H. (2003) The petrogenesis of the Ulsan carbonate rocks from the
southeastern Kyongsang Basin, South Korea. The Island Arc, Vol.12, 428-439).
20. 초염기성암(超鹽基性岩)은 지구 형성 초기에 마그마가 분화할 때 지구 내부에 가라앉아서 형성된 무거운 암
석・산화규소 성분이 4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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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설은 지괴변동을 감안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더구나 석회암과 사
문암이 기하학적 연관성을 갖추고 동심원을 이루는 것으로 보아 뚫고 올라온
것이지 120km나 밀려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견해였다.
카보네타이트는 암석 이름이다. 국내 명칭이 없다. 영어로는 ‘Carbonatite’
로 표기하며, 인터넷에서 한글로는 ‘카보나타이트’로 검색된다. 이 암석의 정
의는 다양하다. 표준국어사전은 ‘주로 탄산염으로 이루어진 염기성 화성암의
하나’로 규정했다. 내셔널 디지털 사이언스 라이브러리에서는 ‘마그마에서 나
오는 석회암 성분인데 신기하게도 퇴적암 성분을 가진 암석이다. 이 암석 가
운데에는 석회질이 많아 칼슘 성분이 우세한 암석도 있고, 마그네슘이 많아
백운석 성분을 띤 암석도 있다’고 설명한다. 구글 위키피디아는 ‘지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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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만들어져 지상에 나타나며, 러시아 콜라반도, 핀란드, 중국 및 아프
리카 동부 지역 등에 제한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또 ‘이 암석이 만들어
진 원인은 마그마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고체 상태에서 광물들이 유동했다
는 주장, 마그마에서 기원한 고온고압의 열수용액이 모여서 만들어졌다는 주
장 등 세 가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 카보네타이트와 유사한 암체
는 2002년 발견된 강원도 홍성의 철-희토류 광상이 현재까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21)
양경희는 ‘카보네타이트의 성인에 관한 토론은 지금도 계속 중이며, 많은
부분이 분명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며 최근의 해외 연구결과를 참
조해 논리를 강화했다. 원용된 학설은 1999년 캐나다 지질학자 D.렌츠의 ‘카
보네타이트의 기원’이란 논문이었다.22) 렌츠는 193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카보네타이트에 관한 해석을 소개하고, 맨틀기원의 카보네타이트의 성립을
제안했다. 그의 주장은 ‘맨틀뿐 아니라 지각 내에서도 탄산염 용융체가 형성
21. 강원도 홍천에도 카보네타이트(탄산염암용융체)가 있으나 달천과 같은 철광석이 풍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 그곳에는 Fe 20% 수준의 자철석과 모나자이트광 같은 희토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이한영 등
은 2012년 「홍천-희토류 광체의 발달」에서 남북 2km 가량 칼집 또는 띠의 형태로 광상이 펼쳐져 있으나 개
발할만한 수준의 광체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한영 등은 2002년 「홍성-희토류 광상의 암석기재학」에서는 홍
천의 광상에 대해 일반적인 금속광상과 다르며 국내 유일의 특이한 암상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
22. David R. Lentz, 1999, 「Carbonatite gensis: A reexamination of the role of intrusion-related pneumatolytic
skarn processes in limestone melting」, 『Geology』, 2020.10.11.일 구글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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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으며, 석회암에 오염된 알칼리 마그마의 분별과정을 거쳐 2차적 카보
네타이트 마그마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다시말해 카보네타
이트는 맨틀에서 생성된 것과 지각에 있는 석회암이 섞여져 만들어질 수 있
다는 것이다. 카보네타이트설을 제안하는 근거는 이 논지에 맞춰져 있는데,
이 논지를 풀어가는 방식은 지구조적 상황과 광물의 산출 상황으로 나뉜다.
먼저 카보네타이트설을 지지하는 지구조적(地構造的 Tectonic) 상황은 다
음과 같이 요약된다. ‘백악기 말에서 신생대로 넘어가던 시기 울산 달천 땅
주변에는 마그마가 솟을 좋은 조건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조건 가운데는 울
산콜드론의 함몰과 동해형성23)이란 지질사건이 있었다. 지각의 얕은 부분에
서는 땅이 꺼지고, 깊은 부분에서는 벌어졌다. 경상분지 퇴적층이 쪼개지고
그 틈에 화강암 마그마가 자리잡아 화강암체가 굳어졌다. 그 후 맨틀에 가까
울 정도로 아주 깊은 곳에서 형성된 초염기성암이 작은 통로를 통하여 상승
하여 주변 암석을 관통하였다. 그리고 뒤이어 탄산염성분을 다량 함유하는
카보나타이트 마그마가 역시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철, 구리, 희토류 등의 유
용성분들을 가지고 올라와서 초염기성암을 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양경희
등, 2001). 이러한 과정에서 울산 철광이 만들어졌다. 매우 깊은 곳에서 올라
온 초염기성암과 마그마 관입형태의 탄산염암체가 이곳에 국지적으로 산출
한다는 자체로도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예전의 많은 시추공 자료들을 정
리하여 지하단면도(사진 5)를 작성한 결과를 보면 초염기성암체와 탄산암체
가 수직적인 형태로 분포하는 관입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
로 카보나타이트가 초염기성암과 일반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산출하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카보나타이트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는 초염기성암이 사문암화되어 사문암체로 산출되는 곳으로는 안동
사문석광산과 충남 청량의 비봉 사문석광산 등이 있다(황진연 외, 1993, 박
23. 장기홍은 「동해의 기원」에서 ‘고생대에서 중생대 동안 약 5억년은 현재의 동해 자리는 육지였다. 동해고륙이
다. 경상분지는 중생대 후기에 지금의 영남 일대가 침강하면서 생겨났다. 동해고륙은 신생대 제3기초에 신
장・함몰・벌어짐 등의 지구조적 운동이 일어나 일본열도가 굽은 형태로 밀려났다’고 해석했다. : 김한준 등은
2006년 「한국 동쪽 대륙주변부의 구조적 진화와 동해의 형성」에서 신생대 마이오세에 동해가 열리면서 ‘부
채꼴 열림’, ‘당겨열림’ 등의 모델이 있음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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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남 외, 2012). 이들 광산들도 소규모 관입형태의 초염기성암체로 나타나지
만, 울산 철광산과는 달리 탄산염암체와 철광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곳 울산철광은 국내에서 매우 독특하게 초염기성암체, 탄산염암체,
철광체가 연합되어 산출하는 것으로 지질학적으로 특징적이며, 그 의미가 크
다. 왜 하필 이곳에 맨틀에서 기원된 암석들과 함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철
광체가 존재하는지는 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곳 철광석과 암석들을 채취하여 인간생활에 이용되었던 가
치는 돈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문화
적 측면의 가치도 이루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광산에 대한
다방면의 가치를 잘 알리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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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카보네타이트설을 지지하는 광물의 산출상황은 이렇다. ‘지표면
노두에서 초염기성암과 탄산염암이 산출된 시기가 비슷하고 공간적으로 타
원형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다. 또 카보네타이트가 철광석을 배태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카보네타이트 마그마가 자리를 잡은 뒤 탄산염 세맥(細脈)들이
발달하는 특징이 있다’고 기술했다.
이 산출상황 가운데 ‘타원형 연관성’은 달천광산의 기하학적 공간을 매력적
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무늬가 다채로운 사문암이 외곽을 둥글게 감싸고,
그 안에 청회색 석회암이 존재한다. 또 석회암은 철광석을 비롯 접촉변성광
상과 볼록한 렌즈 형상을 갖췄다.
양경희는 이 논문에 앞서 1999년 한국지구과학회지에 실은 「경상분지 남
동부 울산 탄산염암체의 열수유체」에서 카보네타이트설을 제안하기 위한 서
론적 성격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달천광산에서 산출된 방해석 안의 염분이
어느 정도의 압력에 의해 포획됐는지를 가려서 마그마의 성상을 판별하는 것
이었다. 이 논문은 염분포획에 대한 앞선 연구보다 5~6배 높은 압력을 확인
하고, 이 압력 정도에 형성된 방해석은 카보네타이트 마그마라라고 제시했
다. 이같은 지화학적 연구성과가 쌓이면서 카보네타이트설의 이해도를 넓혀
가고 있다.
카보네타이트설은 지각의 구조적 변동을 가져오는 큰 지질사건을 상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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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울산콜드론을 비롯 동해의 형성이란 장대한 지구조적 사건이 전제돼 있
다. 동해형성이란 대륙에 붙어있던 지금의 일본 땅이 떨어져 나가면서 현재
의 동해를 형성한 것을 뜻한다. 이 사건은 양산단층과 울산・동래・일광단층같
은 큰 단층대를 만든 요인이었다. 이 단층대가 교차하는 곳이 달천이다. 그러
므로 카보네타이트설은 달천광산이 거대한 지구조적 운동이란 에너지에 자
극돼 좁은 면적에 극도로 응축돼 나타난 곳임을 가리킨다.
4) 가설을 촉발시킨 선행연구
박기화는 1977년 서울대 과학교육학과 지학과 석사논문 「울산철광상의 성
인에 관한 연구」에서 시대미상의 석회암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킴으로써 결국
120km 이동설이란 대담한 가설과 카보네타이트란 심층적인 제안을 끌어내
는 자극제 역할을 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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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사진6> 달천광산에서 채광되는 광석의 여러 특징을 보여주는 그림. 박기화의 1977년 석사학위 논문에 실린 암석스
케치다. 세밀화가 사진보다 암석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준다.
그림 A/(1)흰 색에 네모로 금이 간 방해석 (2)방해석 면에 사각 형태로 점점이 박혀있는 유비철석 (3)초기의 스카른 (4)
결정형태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석류석
그림 B/(1)여러 광석과 접속돼 있는 혼펠스 (2)석류석 (3)녹렴석 (4)엷은 띠 상태인 맥석 (5)검은 자철석 (6)화산암 기원
의 암석에 붙어있는 석류석 (7)석영
그림 C/(1)초기 스카른 (2)석류석 (3)회철 석류석 (4)방해석
그림 D/(1)자철석 (2)방해석 (3)회철 석류석

경주-울산 간의 단층에서 서쪽으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시대 미상의 석
회암과 사문암’이 있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이 석회암이 조선계 대석회암통
에 속하는 것으로 경상층군의 기반을 이루는 것이라면 울산-경주간 단층이
이 석회암을 노출시키는데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추정했다. 최
대 8km나 되는 경상누층군의 기반에 놓인 암석을 시추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논문 역시 가정법을 쓰는 고충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육안으로 판단되는
데 대해서는 보다 수월하게 서술한다. 주변에는 울산 고유의 퇴적암(경상누
층군)을 비롯 흑운모화강암과 화산암류가 있으며, 달천광산 –60m 채광갱 안
25

을 관찰한 결과 석회암이 화강암마그마에 의해 관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질계통표를 제시했는데 다음과 같다.
제4기
제3기

퇴적층
부정합 염기성 암맥
관입 흑운모-각섬석 화강암
관입 섬록암질암

백악기

관입 화산암류
관입.분출 울산층
부정합 사문암

시대미상

? 석회암

광물이 배태된 시기를 신생대 제3기(6,500만년~200만년) 전반기로 봤다. 이
윤종 등이 가대리 화강암 형성연대를 측정한 값인 5천8백만년과 비슷하다.
또한 이 시기는 울산콜드론 발생 시기와도 비슷하다. 이 시기에 광화작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동해의 형성이란 사건보다 이르다. 동해가 열린
시기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2천5백만년전쯤이다. 우리가 캐고 활
용하는 달천철광석은 동해가 만들어지기 전에 형성된 것이란 주장이다. 그러
니까 동대산 너머 강동의 뒷산에서 발굴된 대형 굴껍떼기나 꼬막과 게의 화석
이 생겨나기 훨씬 전에 달천광산은 철과 구리를 품고 있었다는 관점이다.
광상의 구조에 대해서는 석회암을 모암으로 하고있다는 설이 반복됐다. 광
산 부근의 혼펠스화 된 암석이 경상계 울산층 퇴적암이란 설이 틀렸다며 대
신 화산암질 암석이라고 봤다. 여러 광물을 배태한 스카른화에 대해서는 화
강암마그마가 석회암과 화산암을 접촉하면서 생겨났다고 풀이했다. 특히 스
카른대에 있는 석류석・양기석・방해석이 결정화될때의 온도를 계산해 열수의
온도가 160~400℃라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온도에서 황동석・회중석・유
비철석도 배태됐다고 봤다. 사문암은 석회암에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적으며
원암과 생성시기는 더 연구해봐야 한다고 의문점을 남겼다. 10여년 뒤 이 의
문점을 풀기위해 나온 제안들이 120km 이동설이나 카보네타이트설이다.
박기화는 1980년 광산지질 13권에 실은 ‘울산 철・중석 광상의 성인’에서
도 경상분지 퇴적암 기반에 조선계 석회암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이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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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 울산~경주간 단층에 의해 노출됐을 수 있다고 상정했다. 박은 이에 더
해 달천광산 지하에 미세한 해양성 화석이 있다고 했다. 즉 달천광산 북서쪽
260m 지점에서 시추한 코아 가운데 회색의 미세한 입자로 구성된 석회암이
있는데,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해면(海綿)과 연체동물 중 복족류(腹足類)
화석이 발견돼 고생물학적 연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고생대에 해면과 패
각이 퇴적된 석회암이 경상분지 퇴적암 아래에 있다가 지열에 용융된 뒤 재
결정상태로 지표면에 드러났다는 추정이었다. 그러나 그 뒤 해양성 연체동물
에 대한 고생물학적 연구성과가 제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조선계 석회암설은
더 나아가지 못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연구자들(고상모・박충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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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이 2006년 한국광물학회지에 실은 ‘울산지역 사문암의 형성환경 해석을
위한 예비연구’는 달천광산이 모두 문을 닫은 상태에서 연구된 결과였다. 폐광
됐지만 사문암 노두가 남아있었다. 북구청이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옆에 채광
하다가 남겨둔 자리가 있고, 달천중학교 옆에도 노두가 전개돼 있다. 연구자
들은 이 노두를 통해 야외에서의 산출상태와 광물화학적 분석을 시도했다.
<사진7> 회백색 석회암이 달천동 사찰의 석축이 돼 있다. 인근 달천광산 갱도에서 폐석처리한 것을 모아놨다. 산화된

철 성분이 눌러붙은 면은 적갈색을 띄고 깨진 단면은 회백색을 띈다.

연구결과는 탄산염암의 존재는 해성퇴적기원이든 화성기원(카보네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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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스카른형 철광상을 형성시킬수 있는 지질학적 환경을 제공했다고 전제
했다. 아울러 지질 및 구성광물 공생관계로 보아 탄산염암의 형성→화강암
정치→사문석 변질작용→철광화작용 순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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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outheastern Kyongsang Basin, South Korea」,『The Island Arc』, Vol.12, 428-439
고상모・박충구・소원주, 2006, 울산지역 사문암의 형성환경 해석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광물학회
지 제19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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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2

문화영웅 산실이자
삼국통일 원동력
1) 석탈해의 개척
2) 달천광산은 도깨비 본산, 석탈해는 으뜸 도깨비
3) 구충당의 재개발
4) 고려시대 휴광

달천 땅은 한반도 백성을 위해 두 번의 구국적 역할을 했고, 그때마다 영웅
을 등장시켰다. 한번은 기원 전후에 대장장이 석탈해를 통해 철기문화를 열었
고 삼한을 통일할 기반을 제공했다. 다음으로는 조선 중엽 울산 출신 이의립
이라는 광산인을 통해 임진
・병자 양난에 쇠약해진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민생
의 기본도구인 솥과 쟁기를 제공했다. 한 광산을 두고 두 영웅이 활약한 간격
에는 1천6백년이 놓여있다. 그 사이에도 달천 땅의 힘이 발휘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전국 최대의 철을 생산했고 임진왜란때는 경주인 이장
손이 토함산 괘릉리 계곡에서 달천광산 철로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만들
어 왜군을 격파시킨 전과도 있다.24) 현대에는 포항제철 가동 초기에 철광석을
제공한 인연도 있다.
달천 땅이 지금의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기이한 측면이 있다. 지질학자의
주장대로 120km 미끄러졌든 뜨거운 마그마가 솟구쳤든, 그 결과는 지사(地
史)나 문화사에서 특기할 대상이다. 그런 땅이 울산 달천에 존재한 것은 천재
일우를 넘어선다. 형성배경이 독특한 만큼 일어난 일도 특이했다. 꽃다발처럼
생긴 광체의 맨 위에는 고대 첨단산업의 쌀이었던 철광석 가루가 수북히 얹
혀 있었다. 이 땅은 영웅에게 헌정될 운명이었다. 마치 바위에서 검을 뽑은 자
가 왕이 되듯25) 이 땅에서 철을 뽑은 자가 문화영웅이 될 운명이었다.
1)석탈해의 개척
지난 2천년간 달천 땅에 가장 먼저 등장한 문화영웅은 석탈해(B.C 5~AD
80년)였다. 석탈해는 불을 다루는 한편 불에 녹지 않는 벽돌, 즉 내화벽돌 용
광로를 만들 줄 아는 도깨비 같은 존재였다. 이 영웅은 한반도에서 가장 주
목받는 제철문화를 일으켜 신라 4대 왕이 되었고, 나아가 삼국을 통일시키는
24. 유성룡 징비록 인용한 경주시사 1971, 기사 재인용
25. 바위에서 검을 뽑은 자는 암석에서 철을 추출한 자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아더왕의 전설이나 석탈해의 신화
는 철과 관련있다. 철의 생산은 권력의 생산이었다. 장 마르칼의 『아발론 연대기』에는 바위에서 검을 뽑은 아
더가 왕이 된다. 고대 켈트족 사회에서 철을 뽑아낸 영웅담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도 있다. 고대의 대장장이가
왕이 된 사례는 티무르나 테무친의 성장사 등에도 등장한다. 성배(聖杯)신화도 철기 이전 바위에서 뽑은 청동
제 그릇에 대한 애호심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우시산국 유물인 세발솥 정(鼎)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과 같다.
청동권력에 대한 끌리는 마음은 제사나 정월대보름날 놋그릇을 사용하는데서 희미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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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밑거름을 뿌렸다. 즉 한반도 첫 통일국가를 이루는 힘의 원천을 가꿨
다.26) 지금까지 연구된 자료를 보면, 달천광산을 처음 개척한 주인공은 석탈해
일 수밖에 없다. 석탈해가 달천철장을 경영한 정황과 그의 출신에 관한 연구
는 다양하다. 문경현은 1969년「 진한의 철산과 신라의 강성」에서‘석탈해는
아진포 일대에서 어염(魚鹽)과 철의 힘으로 월성을 지배한 듯 하다’고 했다.
그러다가 1992년「신라의 철산」이란 논문에서는‘동해바다 아진포에 상륙한
탈해는 단야족으로 치술령.관문성.토함산 일대 제철유적의 주인공이었다’고
확고히 밝혔다. 1992년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이 대규모로 발굴됐다. 쏟아진
제철유적은 동아시아 고고역사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문 교수로서는 20년만에 자기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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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할 기회였다.
최영민은 2017년「울산 달천철장의 역사」
에서‘ 탈해왕이 자란 진한(辰韓)의 아진포를
울산으로 보고, 울산지역 야장(冶匠) 출신으
로 해석했다’는 금속학자 신경환의 글을 인용
하며 공감을 표시했다. 강인구는 2001년「석
탈해와 토함산, 그리고 석굴암」에서‘석탈해
의 출신지를 중국 양자강 상류 출신이며, 철기
경험을 가진 일부가 남해 거제를 거쳐 동해안
에 왔다가 다시 그중 일부(석탈해 포함)가 일
본열도에 건너간 뒤 아진포로 되돌아왔다’는
견해를 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는 나경수가
<사진1>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538-1
에 있는 석탈해왕 탄강유허 사당.(경상북도
기념물 제79호) 1845년 지어진 이 사당에는
‘신라 제4대 탈해왕이 탄생한 곳으로 삼국
사기에는 진한 아진포구라 하였다’고 기록
돼 있다.

1998년「 진시황의 천하통일과 한국 신화사의
변용」에서 탈해의 출신을 진시황의 압제를 피
해 중국에서 건너온 망명객으로 본 것이 있다.
김화경은 2000년「석탈해 신화의 연구」에서

26. 문경현의 1994년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문 「신라의 鐵産」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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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탈해 집단은 캄차카에서 어로 및 철기 문화를 습득한 뒤 니만한류 및 북
서계절풍을 타고 온 북방계’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석탈해가 동해안에 들어
온 경로는 다양하지만, 철을 제조할 능력을 갖춘 것은 분명하다. 또 월성 근처
에서 철을 생산했다면 주된 광산이 달천임을 시사한다.
석탈해에 대해서 이른 시기부터 연구가 있었지만 달천광산과 직결되지 않
았다. 탈해에 대한 신화적 해석과 고대사 해석이 주류를 이뤘을 뿐 그가 개
척한 광산과 연결지어 탐색한 바는 없다. 강인구(2001)는 석굴암 본존불상이
탈해의 자태를 본 받아 조각했다는 등의 견해를 내며 탈해의 영역을 넓혀갔
지만 그가 경영한 광산에 대한 관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 밖에 일본 학자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논문을 냈는데, 달천광산과 연결시킨 것은 없다. 다
만 최근에 석탈해와 달천광산을 연결해 보는 관점이 등장했다. 문혜진은「한
국의 대장장이 신화에 있어서 울산달천철장과 쇠부리소리의 함의」를 2018년
울산쇠불이축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이 발표문은 석탈해가 달천철장
의 최초 대장장이임을 주장했다. 근거로는 문경현의 오래된 주장과 향토 언론
인 장성운27)의 견해를 제시했다. 또 울산쇠부리소리 노랫말에서 신화소를 분
석해 그 노랫말에 나타난‘ 시원선생(始原先生)’이 석탈해를 가르킨다고 풀이
했다.‘ 옛날옛적 시원선생, 태곳시절 언제라고, 시원선생 있을소냐’는 구절에
서 취했다. 석탈해의 등장경로가 여하튼 그가 개척하고 경영한 곳은 달천광
산임을 시사하는 자료들이다.
석탈해가 등장한 시기는 중국이 기원전 8세기에 제철기술을 획득한 뒤 철
기가 귀족 중심에서 생활도구로 전파된 서기 원년 쯤이었다.28) 주경미가 2011
년 발표한「 한국 대장장이의 역사와 현대적 의미」는 이 시기의 한반도 정세
27. 장성운은 2006년 울산 북구문화원의 『쇠부리특집 2호』에 실은 「구충당 일생과 달천철장 보존방안」에서 ‘신
라의 탈해왕은 왕이 된 후에도 주위 부족국가들을 복속시켜 신라의 국가형성에 큰 역할을 하는데, 그 힘은 울
산 달천에서 생산되는 철을 무기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28. 중국사회과학원 바이윈샹(白云翔)은 2020년 김해시에서 열린 학회에 제시한 「중국고대철기문화의 진보」에
서 ‘중국 하남성에서 기원전 800년경 철이 생산된 뒤 4단계를 거쳐 발전했다. 시초단계는 기원전 8~5세기였
고, 기원전 5~3세기는 급속히 발전하는 단계였으며,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20년까지는 다양하고 전문적
으로 발전했다. 서기 3세기부터 철기가 전면적으로 사용돼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발견된 가
장 오래된 철은 기원전 13세기 것이 있으나 운석을 떼내 가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철의 생산은 기원전 1500
년경 지금 터키 북쪽지방 히타이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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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춰 철의 유입경로를 설명한다. 이 논문에 소개된 철기유입 설명에 따르
면‘ 한반도 철기는 기원전 3~2세기 중국 연(燕)나라 유민들이 한반도 서북부
에 들어오면서 철기를 가져왔고, 기원전 1세기 한사군 설치부터 중국의 철기
가 본격 보급됐다. 특히 한반도 남부지역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2~3세기
에 활발했다는 것이다.29)
석탈해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실려있다. 사서가 말하는 석
탈해는 여러 정황에서 달천광산의 경영자임을 시사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이
삼국사기의 석탈해 기사 중‘학문을 정진하고 지리(地理)에 밝다’는 서술이
다. 원문‘ 전정학문 겸지지리(專精學問 兼知地理)’가운데‘地理’는 오늘날
쓰는 학문분과와 같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지리를 안다’거나‘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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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밝다’고 표현된 인물은 탈해 뿐이다. 배움의 범위가 좁았던 고대에 지리를
안다는 것은 지질과 지형에 대한 넓은 지식을 포괄했을 것이다. 탈해와 관련
된 숱한 사건에서 고르고 골라 쓴 역사서에‘지리를 안다’고 기재한 것은 땅
의 판독과 이용 측면에 특기할만한 공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탈해는 상고
시대 최초의 뛰어난 지리
・
지질 전문가였다.
석탈해가 본 땅 가운데 가장 눈에 띈 것은 유난히 검붉은 달천의 야산이었
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긴 지질시대를 거치며 숙성된 철광석 가루가 황토
에 섞여있는 것이 마침내 탈해의 눈에 띈 것이었다. 지리에 밝은 만큼 산더미
로 쌓인 철광석을 캐고 다루면 막대한 재화와 무적의 병기를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직관했을 것이다. 탈해는 선조가 대장장이30)이고 본인도 대장장이임을
밝힌다. 그리고 땅을 빼앗는 꾀를 부린다. 탈해가 차지한 땅이 어떤 것일까?
살림살이 집터일까 아니면 첨단신산업을 일으킬 산업장일까?
석탈해가 땅을 차지한 사건에 대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모두 기록했다.
삼국사기는‘ 양산(楊山) 아래 호공(瓠公)의 집을 바라보고 길지라고 여겨 속
29. 주경미의 철기유입경로에 관한 설명은 다음의 논문을 인용했다. 이청규, 2007, 「초기철기시대」; 이남규,
1993, 「1~3세기 낙랑지역의 금속기 문화」; 윤동석, 2002, 「한반도 초기철기문화의 유입양상」
30. 대장장이는 순 우리말이다. 한자로 야장(冶匠)이다.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을 ‘야장’이라고 적었기 때문에
‘대장장이’란 용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전풀이가 없다. M.엘리아데는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에서 ‘대장장이
는 시대를 거슬러갈수록 지위가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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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를 내어 차지하고, 이곳에 살았다. 이곳은 뒤에 월성(月城)이 되었다’고
기록했다. 땅을 차지했는데, 그것이 집터라면 너무 적다. 당시의 인구밀도와
살림터를 떠올려보면 꾀를 써서 얻은 대상으로도 너무 적다. 월성에서 두 마
장만 가면 첨단신소재지가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집터를 얻었다면 지리에 둔
감하다 할 것이다. 호공의 집터는 탈해가 차지한 여러 땅 가운데 대표성을 띤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철광석 광산 땅을 차지한 것을 이른다고 보고싶다.『삼
국유사』에도 이 사건이 풍부하게 기록돼 있는데, 그 취지 또한 광산취득과 관
련있을 것이다. 그 기록 가운데 눈여겨볼 대목은 다음과 같다.
“성 안에 살만한 곳을 찾아보니 마치 초승달 모양의 봉우리 하나가 보였다.
내려와 찾아보니 호공(瓠公)의 집이었다. 이에 꾀를 내어 숫돌과 숯을 그 집
곁에 묻고 새벽에 문 앞에 가서 이 집은 조상 때부터 우리 집이라고 말했다.
호공과 시비가 붙자 관가에서 증거를 대라고 했다. 그러자 본래 대장장이였
는데 얼마 전 이웃 고을에 간 사이에 다른 사람이 차지했다. 땅을 파서 조사
하게 해달라고 했다. 과연 숫돌과 숯이 나왔으므로 그 집을 차지하게 됐다.”
望城中可居之地, 見一峯如三日月勢可久之地. 乃下尋之即瓠公宅也
. 乃設詭計潛埋砺炭於其側, 詰朝至門云“此是吾祖代家屋.”瓠公云
“否”,爭訟不决. 乃告于官, 官曰“以何験是汝家.”童曰“我夲冶匠乍
岀隣郷而人取居之, 請堀地檢看.”從之, 果得砺炭乃取而居.

이 기사는 많은 함의를 지니고 있다. 우선 석탈해 본인이 본래 대장장이(我
本冶匠)라고 기록한 것이 눈에 띈다. 조상 때부터 살았다고 한 점에서는 달천
광산이 석탈해 이전에 개발시도가 있었을 것이란 가능성을 열어준다.
달천광산은 석탈해가 이끈 단야족에 의해 개척된 뒤 점차 국제적 신산업
단지로 확산됐을 것이다. 중국의 정사에 기록된‘국출철(國出鐵)’기사는 달
천광산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31) 달천에서 채광된 철광석은 연료가 풍부
31. 가야지역이 한반도 제철 종주권을 주장하지만, 고대의 기술 특허권을 다툰다면 달천광산이 차지할 이유가 분
명하다. 이 내용은 뒷 부분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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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천옥(天屋)32)이라 일컬어지는 지형이 발달된 동대산맥에 옮겨져 제련됐
다. 달천광산에서 불과 4km 건너편에 있는 동대산맥 골짜기는 제철산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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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광산 인근 유적발굴지도. 광산에서 4~10km 떨어진 동대산맥 선상지와 동천강이 만나는 지점인 중산동 일대에서
철기유물이 집약적으로 출토됐다.
32. ‘천옥’은 쇠부리터의 전형적인 지형을 일컫는다. 고대의 제철은 고온을 유지하는 것이 극히 중요했으므로 공
기가 지속적으로 주입되는 골짜기와 언덕이 결합된 지형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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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된 자취가 유적발굴로 입증됐다. 동대산맥은 울산만에서 불국사까지 20
㎞ 가량 이어지며 산맥 서쪽 사면 아래에 동천강이 흐른다. 산맥 중간에 토함
산(745)・동대산(447)・무룡산(452)이 있다. 산맥은 수십 개의 골짜기를 이루고
그 아래에는 흙과 자갈이 흘러내려 부채꼴로 펼쳐져 있다. 그곳에는 입실
・
모화
・중산・대안 같은 큰 마을이 형성됐다. 동천강은 지금은 상류 토사로 충적된 논
밭이 많지만, 삼한시대에는 바닷물이 밀려드는 고(古)울산만의 가장자리로 추
정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고대에서 근대까지 쇠부리터를 비롯 철기유물이 집약적으로 발
굴되고 있다. 울산 중산동 이화유적33)이 대표적이다. 한미애는 2015년「고대
울산 중산동세력 연구」에서‘ 중산동세력은 사로국(斯盧國) 초기 울산에서 경
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철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세력권을 이뤘다가 4세기
쯤 신라왕경에 복속되는 과정을 밟았다고 밝혔다34). 그러니까 적어도 1세기
전후 동대산맥에 잇달아 있던 고대의 쇠부리 공장은 중국인 시선에도 포착됐
으리라 본다. 권병탁은 2004년 그의 제철산업연구를 망라한 저서『한국산업
사연구』에서 신당서(新唐書) 신라전(新羅傳)에서 다음의 기사를 인용했는데,
사실적이며 그림으로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정경이다.

33.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가 2004년 2차에 걸쳐 발굴조사했다. 용광로로 보이는 유구와 절재, 철편 들이
발굴됐다. 이 유적의 아래쪽에서도 용해유적이 발굴돼 이 일대가 3~4세기 대규모 제철유적 산포지로 추정됐
다.
34. 한미애는 이 논문에서 중산동유적의 성격을 풍부하게 기술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산동 유적은 서
기 2~7세기까지 500년이란 긴 시간 축조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유적 면적은 50만평에 이른다. 달천철장에
서 4km 안에 있고, 유적의 종류는 철을 생산하는 도구와 장소가 많다. 이 범위에 살았던 사람들은 철의 원료
를 얻을 수 있는 달천철장을 소유하고, 철을 생산하며, 철을 거래했던 세력이다. 이곳의 철제유물은 비소를 함
유하는 특성을 지닌다. 일본에서도 동질의 철제가 확인됐다. 이곳의 분묘 부장품도 토기 보다 철제품이 많다.
이 유적 범위에 이룩된 집단을 ‘중산동세력’이라 부를 수 있다. 이 세력은 경주의 황성동제철유적 세력과 원자
재 수급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지금 포항제철과 울산산단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 세력권 주위는 형
산강 지구대와 동대산맥 사이 이어진 복합 선상지다. 동천강과 태화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고 울산항이 있
고 그 연변에 달천철장이 있다. 이 하천변의 경로는 왜의 침략 루트였고 이것을 방비하기 위한 관문성이 있다.
관문성은 신라 성덕왕 21년(722)에 쌓았고 모벌군성 또는 모벌관문으로 불렸다. ‘중산동세력은 사로국이 주
변을 복속 통합하여 국가정치체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나아가 달천철장을 통해 삼한통일의 기반을 잡
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달천철장은 사로국이 신라를 형성하고 통일신라를 구축하는 근본 힘
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6세기 이후 철 생산은 양산 물금유적이나 밀양 사천리유적으로 옮겨지고, 중산
동세력은 제철세력에서 군사・방어적 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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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라의 산은 수십리에 연결돼 있는데, 산골짜기에 쇠문을 달고 쇠뇌를
다루는 병사 수천명을 주둔시킨다’
其國連山 數十里 有山峽谷山鐵關...常屯弩士 數千守之

달천광산은 석탈해에 의해 철광석을 공급하는 원산지로 개발되고 인근의
동대산맥을 중심으로 쇠부리특화산단을 형성했을 것이다. 이 산단의 초기에
힘을 키운 석탈해는 서기 57년 62세로 신라 4대왕에 추대된다.35) 이즈음 달천
인근 동대산 쇠부리산단에서 생산된 대량의 철은 경주에 옮겨져 정련・단련 과
정을 거쳐 도구나 무기를 만들어졌다. 이 공정은 경주 황성동 유적36)에서 대
규모로 발굴됐다. 이 유적은 방대한 규모로 인해 종합제철공장이란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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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았다. 철의 출처는 비소(砒素)검출을 통해 달천광산임이 밝혀졌다. 한편 달
천광산 철의 힘으로 왕권을 획득한 석탈해는 그 후 석씨(昔氏) 왕권을 171년
간 대물림했다.37) 그러다 서기 356년 흘해왕 대에 이르러 김알지38)의 후손에
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신라의 김씨 왕조를 이룩했다. 그 김알지 역시 제철기
술자였으며39), 석탈해에 의해 발탁됐다.
달천광산은 통일의 동력 역할을 충실히 했다. 문경현은「진한의 철산(鐵産)
과 신라의 강성」에서 달천광산에 대해 깊은 신뢰를 보냈다. 이른 시기 가야를
병합하고 충주 지방을 흡수한 저력은 바로 철의 생산력에 있었고, 나아가 충
35. 삼국사기는 탈해왕이 62세인 서기 57년 11월 즉위하고 서기 80년 8월 재위 23년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
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 보다 1년 앞선 해에 죽었다고 기록했다.
36.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은 고대의 종합제철소라 일컬어졌다. 1990년 1차, 1991년 2차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원
삼국시대 후기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출토됐다. 제련・정련・단야 등의 순차적 공정을 알려주는 유
구가 발견됐다. 이곳에서 발굴된 철제품의 분석결과 비소(砒素)가 검출됐다. 이 비소는 달천광산의 철광석에
함유된 것과 같은 성분으로 확인됐다.
37. 석탈해는 신라 2대 남해왕의 사위가 되고 3대 유리왕의 뒤를 이어 4대왕으로 24년간 재위했다. 그후 석씨는
9대 벌휴왕을 비롯 내해・조분・첨해・유례・기림・흘해까지 8왕이 171년을 통치했다. 석씨인 흘해왕이 서기 356
년 아들 없이 죽은 뒤 김알지의 후손인 내물왕이 계승했다. 이때부터 신라의 김씨 왕조가 시작됐다.
38. 김알지는 석탈해가 호공과 더불어 발탁한 인물이었다. 서기 65년에 금성 서쪽 숲에서 닭울음소리를 듣고 금
합(金盒) 속의 사내아이를 발견했다는 설화로 전한다.
39. 이영희는 2009년 『무쇠를 가진 자, 권력을 잡다』에서 ‘알지는 사철의 왕을 뜻하는 낱말이기도 했다. ‘알’은 달
걀인 동시에 사철과 사금을 의미했다. 그리고 ‘지’는 귀인・왕・신을 뜻하는 옛말이다. 결국 김알지는 ‘무쇠알의
귀인’이다. 자줏빛 구름띠가 드리워진 금궤 안에서 탄생했다는 설정 자체가 북방에서 내려온 제철 우두머리
임을 암시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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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새로운 철산지를 비롯한 강원도 지방의 철산지를 장악함으로써 삼한일
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문경현은‘ 신라의 제철산업 발달은 울산의 달천철산이라는 거대한 천혜의
고품위 분광노천(粉鑛露天) 철광산과 양질의 숯과 우수한 풍구(風具).원통형
용광로에 의한 발달된 야금기술 덕택’이라고 단언한다. 나아가 제철기술은
나라의 이름까지 영향을 미쳐 단야족이 사는 고을을‘쇠의 고을’즉 금성(金
城)이라 일컬었고 점차 성장하면서 사로(斯盧)・서벌(徐伐)・신라(新羅)로 이어졌
다’고 주장했다.
물론 삼국통일의 정신적 바탕은 화랑도일 것이다. 유교
・불교
・
도교를 융합시
킨 화랑도가 이상국가 건설의 이념으로 뭉쳐 삼국을 통일했다는 것은 널리
공감됐지만, 그 정신적 힘을 구현하게 한 실체적 힘으로 제철역량을 꼽게 된
다. 그럼에도 위대한 제철의 힘에 대한 평가는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일면은 치열했던 삼국쟁투의 대미를 장식한 문무왕이 석탈해를 회고하는 장
면에서 볼 수 있다. 투구를 묻은 자리에 사찰을 짓고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었던 문무왕이 석탈해가 죽은 지 600년만에 다시 불러내 제사를 지낼
사당을 마련한 사실이다. 토함산에 사당을 만들고 동악신(東岳神)으로 모신
뒤 국가제사를 지냈는데, 그 사실이 일연선사가 삼국유사를 쓰던 고려시대까
지 있었다고 한다.40) 그런 역사적 흔적이 지금 토함산 석굴암이란 논거도 있
다.41) 이런 논거들은 달천광산을 개척한 삼한시대의 힘과 영웅담이 통일신라
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영향력을 미쳤고, 불교라는 새로운 사조와 융섭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2)달천광산은 도깨비 본산, 석탈해는 으뜸 도깨비

40. 삼국유사(권 제1 기이 제4 탈해왕) 기록에는 ‘문무왕이 꿈에 매우 위엄있고 용맹한 노인이 나타나 내가 바로
탈해다라며 내 유골을 파내어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해 달라고 하니 왕이 그 말을 따랐다. 그런 까닭에
지금까지 국가 제사가 끊이지 않으며 동악신(東岳神)이라 부른다.’고 돼 있다.
41. 강인구는 2001년 「석탈해와 토함산, 그리고 석굴암」에서 동악사가 석불암으로 바뀌고, 탈해의 소상(塑像)이
석굴의 본존상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서에 전해지는 석탈해의 특이한 신장과 골격이 본존불 치
수와 비슷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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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광산이 철기시대를 연 산실
이란 의미는 크다. 이곳에서 천변
만화의 공작소를 운영한 대장장이
또한 의미심장하다. 상고시대 철을
만드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었
고, 대장장이는 문화영웅이었다42).
그때의 대장장이는‘두두리(豆豆
里)’즉 도깨비였다. 도깨비의 역
사와 속성에 비춰진 달천광산은 도
깨비 발상지이며 석탈해는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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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다.
석탈해 도깨비론 은 문혜진이
2018년 울산쇠부리축제 학술심포
<사진3> 대장장이가 두두리이며 그것이 곧 도깨비라고 주장
한 권병탁교수가 직접 제작해 세운 두두리상. 권 교수의 수집품
을 전시한 대구의 전통산업박물관 뜰에 세워둔 두두리상 옆에
는 권 교수가 타계한 뒤 관장직을 계승한 권종욱 건축학박사.

지엄에서 처음 언급했다. 그는 발
표문「한국의 대장장이 신화에 있
어서 울산 달천철장과 쇠부리소리

의 함의」에서‘ 도깨비는 신라의 야장인 두두리신이며, 신라 야장의 시초는『
삼국유사』에서 대장장이라고 밝힌 달천철장의 지배세력 석탈해이다’고 서술
했다. 다시말해‘ 도깨비는 신라 야장이며 첫 야장은 석탈해’라고 등식을 매
겼다.‘석탈해 도깨비론’이 처음 제시됐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이 한 단락 뿐
이었다. 한국 도깨비의 연원이 밝혀지면 한국학 분야의 여러 시선이 모아질
수 있음에도 너무 소략했다.
도깨비 얘기는 한반도 곳곳에 출현한다. 도깨비는 방망이를 놓지 않고 전
국 곳곳에서 절구통이나 떡메가 된다. 두드리고 찧어서 뭔가 만들어 내는 존
재다. 도깨비는 돈 나와라 뚝딱하며, 토석을 금은으로 변환시키고 씨름으로

42. M.엘리아데는 『대장장이와 연금술사』에서 대장장이는 하늘이 주는 검은 돌(운석)을 직접 만드는 신적인 존재
로 존중됐다고 밝혔다.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치우는 구리로 된 머리, 쇠로 된 이마를 가지고 무기를 발명한
존재이자 벽사의 신으로 받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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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골리기도 한다. 귀신도 곡하게 하는가 하면 제 꾀에 넘어가는 허술한
면도 있다. 이 재기 넘치는 존재는 한국인의 심성에 깊이 들어와 있다. 도깨비
연구는 다양하지만 그 뿌리를 찾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도깨비 얘기가 발
생한 근원은 역사적 맥락과 도깨비의 속성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역사적 기원을 멀리 비추면 석탈해가 나오고, 도깨비의 속성이나 언어에 깃든
기원을 비춰도 석탈해가 등장한다.
첫째, 역사적 뿌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은해는 2008년「 동아시아의 대장장이 신화연구」에서‘오늘날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도깨비의 근본은 대장장이’이며‘도깨비의 원래 이름은 두두리(
豆豆里) 또는 두두을(豆豆乙)인데 두드린다는 동사적 행위에서 변천됐다’고
밝혔다. 두드린다는 것에서 도깨비방망이를 연상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두드리는 행위가 가장 돋보이는 곳이 단야(鍛冶)공방이다. 제철문화 초기에 그
런 공방이 집결된 곳은 달천광산과 인근지역이었다. 김종대는 2017년판『도깨
비의 세계』에서‘ 경주 주변의 양산・울주・월선 등지가 삼한시대 이래 야철문화
가 융성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신격체나 기능인을 지칭하는 명칭
으로 두두리가 발생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고 했다. 철이란 신
종소재의 출현기에는 도깨비란 용어는 없었을지라도 신묘한 느낌은 그곳에서
퍼져나갔을 것이다. 철이 대량 생산돼 왜나 낙랑에 수출한 삼한시대 뿐 아니
라 조선시대에도 제철단지가 활발했던 곳이 울산 근동이었다.
임동권은 1980년「 한국의 도깨비-민간신앙과 도깨비」에서 비형랑 얘기를
그 뿌리로 짚었다. 그는『 삼국유사』기이편‘진지왕과 도화녀’의 밤새 다리
를 놓은 비형량이‘동경 두두리’의 시초라고 인용했다.43)
43. 비형랑 얘기는 울산에서도 전래되고 있었다. 정인섭은 『한국의 설화』에서 울산 출신 민속학자 송석하와 울산
에서 수녀로 있던 자신의 누이동생 정복순에게 들은 도깨비 설화 두 개를 선집했다. 하나는 기이한 태생을 가
진 비형랑이란 인물이 불러온 도깨비 떼가 신라 월성 근처 하천에 하룻밤새 거대한 돌다리를 뚝딱 지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욕심꾸러기 소년이 어거지로 방망이를 얻으러 갔다가 혀가 만발이나 빠졌다는 얘기였다.
비형랑에 대해 『동국여지승람』 경주 고적조는 ‘동경 두두리의 시초’라고 돼 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끌어온 저
본은 『삼국유사』일 것이다. 민속학자 송석하가 이 얘기를 전한 시기는 1930년이라고 연도를 기재해뒀다. 동
경 유학생 최남선이 『삼국유사』란 책을 일본에서 막 찾아서 국내에서 소개하던 시기다. 비형랑 얘기는 민간에
전승돼 온 이야기일 수 있으나, 울산 언양 출신 송석하가 삼국유사에서 읽은 얘기를 같은 고을 출신인 정인섭
에게 들려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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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형량은 진평왕(579~632)의 혈통을 받은 자다. 석탈해 사후 5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두두리'란 개념은 단지 금속단야에만 머물지 않고 비상한 공력을
발휘하는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일 수 있다. 비형량이 두두리로 불린 배경에는
그의 석공실력 때문일 수 있다. 다리를 빨리 놓지만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은
정교함도 두드러졌을 것이다. 어쩌면 돌을 고리 모양으로 다듬어 끼우는 공법
을 창안했을 수 있다. 경주 반월성 옆 문천에 걸쳐있던 월정교를 복원하기 전
교각에 있던 유실방지용 결속구조나 불국사 석축에 적용된 지진에 강한 '그랭
이공법'같은 것이다. 물론 이 시설은 비형량이 활약하던 시기보다 100년 뒤에
만들어졌지만, 그 기술의 선구자는 비형량일 수 있다. 비형량이 그런 기술로
월성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그런 그에게 '동경 두두리'라는 별명이 붙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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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신출귀몰한 공력을 발휘하는 자를 두두리라고 부르
는 것은 석탈해 이후 보통명사처럼 널리 붙여졌으리라 볼 수 있다.
도깨비가 벌린 수준의 사건들이 사서에 기록돼 있는데 대부분 달천철장 근
처에서 벌어진 정황들이다. 송효섭은 2003년「도깨비의 기호학적 해석」에서
『 삼국유사』에 기이한 일들이 여럿인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도깨비와 거의
비슷하다고 했다. 포석정에 간 헌강왕이 홀로 목격한 춤을 추는 존재나 만파
식적의 조화가 다 도깨비담(譚)이라고 풀이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삼국시대
에 이미 도깨비 신앙이 존재했다고 보기도 한다.44)또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는
‘ 경주 두두을’이 등장한다.『 고려사』에는‘이의민은 무식해서 무격만 믿었
다. 경주에서 두두을이라 부루는 목매(木魅)가 있는데, 의민이 이를 집에 맞
아들여 모시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매(魅)는 도깨비의 중국 이름이다. 고
려시대에 이르러 경주에서는 도깨비 신앙이 널리 퍼져있었던 것을 시사한다.
그런 도깨비들이 다 어디서 왔을까 하는 의문에 대한 가장 시원적인 답변은
달천광산과 석탈해에게 찾을 수 있다.
대장장이 신화는 고구려 만주 집안시 고분벽화(통구4호분)에 망치를 내리
치는 단야신(鍛冶神)이나 수레바퀴를 만드는 주인공에서도 찾아진다. 그것이

4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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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려진 시기는 석탈해 보다 훨씬 늦은 6세기다. 백제의 무왕도 대장장이 출신
이라고 하지만 역시 7세기 인물이다. 시기적으로도 대장장이 신화의 앞선

45)

주인공은 석탈해이다. 이 맥락을 통시적으로 꿰어보면, 삼한시대 달천 두두리
에서 신라 동경 두두리를 거쳐 고려시대 경주 두두리까지 연결되며 조선시대
에 이르러 팔도에 퍼져 지금에 이른다고 이해된다.
둘째, 도깨비 어원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박은용은 1986년「 도깨비의 어원고」에서 도깨비는 절구공이인‘돗구’에
남자를 뜻하는‘ 아비’가 결합된 이름이며‘독개비 두두을’등으로 불린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절구통’을‘ 도구통’이라고도 부르고, 도깨비와 밤새 씨름
한 다음 날 아침에 보면 절구공이 또는 빗자루 몽둥이더라는 민담을 떠올려
보면 유사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 그는 40년간 대장간을 경영하며‘불매가’
를 암송한 김달오(1912년생. 울산시 중구 옥교동 125-26)를 통해 들은 탈해왕
에 대한 기담46)을 소개했는데, 부산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결국은 달천광산 석
탈해의 이미지가 투영돼 있었다.
권병탁은 2005년 울산 북구문화원이 발간한「쇠부리 특집」에서 대장장이
를 뜻하는‘편수’의 순 우리말이‘ 두두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두두리
두두을’과 맥락이 닿은 지명이 있는 곳을 찾았더니 어김없이 옛적 철을 다룬
용광로 흔적이 있었으며 달천광산 철광석을 다뤘던 울산 두동면에도‘두들・
두들못’이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두들못은 울주군 두동면 봉계리 점터마을
에 있다. 점터는 쇠부리터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도깨비와 두드림이란 말의 뿌리는‘ㄷ’이다. 서정범은 2000년 펴낸『국어
어원사전』에서‘ ㄷ’이란 말 뿌리로 시작되는 언어는 손을 뜻한다고 했다.‘
다루다 두드리다 달구다 닳이다’등이다. 어원의 변천사를 통해서도 두두리
주인공을 유추할 수 있다. 두두리 즉 도깨비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석탈해는

45. 강은해, 2003, 「도깨비의 정체」, 한국학논문집 30
46. 박은용이 기담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산의 어느 주조공장에서 일이 잘되지 않아 도편수가 백
발노인이 지시하는 꿈을 꾼 뒤 일이 잘 풀렸다. 백발노인은 남신으로 동악신으로 좌정한 탈해왕을 생각하게
하는데, 동악신은 토함산 지역의 야장신을 겸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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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해’라 불렸고, 탈해가 활동한‘ 달천’은‘달내’로 불렸다. 탈해는 달천에
서 달구고 두드려서 신소재를 만들었다. 여기에도‘ㄷ’의 변주가 있다.‘울산
쇠부리소리’나‘ 불매가’가사를 보면‘ 시원(始原)선생이 누구인가’라며 정체
를 묻고 있다. 그 주인공은 석탈해다. 흙에서 쇠를 만드는 존재인 석탈해는 도
깨비였다.
일본에서는 고대 제철영웅을‘ 다다라 師’라 칭했는데, 어학적 논증(中山太
郞 鍛冶職根元記. 1941)에서 다다라師와 두두리가 동일존재로 인정되고, 다다
라 이야기는 한국의 남부지역 쇠불이 문화와 긴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47)
셋째, 도깨비의 속성에 비추면 석탈해 모습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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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는 변신의 대가이며 마술사다. 쇠를 다룰 때 쓰는 연모가 사람으로
변형되는 것이나 쇠망치로 악마의 힘을 빌려 흑마술에 이용하지 않는 점도 도
깨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다.48) 석탈해가 붉은 흙에서 쇠를 만들어내는 것은 마
술같은 일이었다. 나무로 만든 가래를 쇠로 만들었을 때 생산력을 실감했을
것이다. 뼈를 갈아 만든 낚시바늘에서 미늘달린 철낚시의 효용은 놀라운 것
이었다. 모루에 얹어 두드리면 유용한 것이 생산됐다. 이런 마술적인 변화가
차츰 노파를 처녀로 만들었다거나 병자를 화덕에 넣었다고 끄집어 내어 고쳐
다는 등의 민담으로 전개됐을 것이다.
도깨비는 불과 긴밀하다. 흐린 날 강둑이나 산길에서 이쪽과 저쪽이 번갈
아 가며 번쩍인 불은, 동물의 뼈에 있는 인(燐)이 물기와 접촉할 때 생기는 현
상이지만 흔히 도깨비불이라고 부른다. 그런 불의 묘기를 구사하는 것은 실제
로는 풀무를 작동하는 대장장이의 솜씨와 닮았다. 쇠는 1400℃ 근방에서 녹
는다. 나무를 때서 이 정도 고온을 만들기 어렵다. 오직 양질의 숯과 풀무작
업으로 온도를 높인다.
도깨비는 떠들썩하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 모습은 울
산쇠부리꾼의 전통과 흡사하다. 쇠부리소리는 4~8명씩 조를 짜 풀무를 밟을
47. 강은해 앞의글 재인용
48. M,엘리아데, 1977,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1999, 이재실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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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부르는 노동요다. 쇠부리는 주로 가을걷이가 끝난 뒤 실행한다. 한번 시작
하면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불을 땐다. 늦가을 밤을 훤히 밝히고 이글거리
는 용광로 옆에서 리듬을 맞추고 일관된 동작을 반복하는 쇠부리모습은 신비
스런 제전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도깨비는 비의와 신기술을 전파하는 존재다. 석탈해의 경우 선대부터 대장
장이였고 집을 두고 어딘가 갔다가 돌아온다. 가야의 수로왕과 새와 매로 변
신하는 재주를 겨룬 뒤 동해안을 통해 들어온다. 금속을 찾거나 주문을 받아
떠도는 신세에서 유사점을 볼수 있다. 석탈해는 천혜의 광맥을 찾은 지모신
과 소통하는 신묘함을 보였고, 거기서 쇠를 만들어내는 것은 신의 기술을 받
은 자였다.
도깨비는 부를 가져다주지만 이재에 밝지않다. 천금만금의 보물을 캐도록
도와준다. 그러다 수틀리면 깍쟁이가 된다. 숨겨둔 금은보화는 빛을 쬐지 않
으면 도깨비가 된다. 산천조목이 정기가 바래지면 도깨비가 된다. 석탈해가
제철을 통해 가져다 준 재화는 오늘날 포항제철이 한국 산업의 주춧돌이 된
것과 같다.
도깨비는 무섭지만 익살스럽다. 기와 끝 귀면와(鬼面瓦)에도 형상이 있다.
대장장이 신화는 깊은 은유 속에 숨겨져 있다. 공상천대 풍토 때문일 것이다.
대장장이 위상이 전락하면서 형상마저 그로테스크해 졌지만, 그래도 손에서
방망이만은 놓지 않는다.49) 대장장이에게는 엄청난 위험이 따랐다. 제철산업
이 고난도였기 때문이다. 대장장이 도깨비는 외눈박이거나 외발인 경우가 종
종 있었다. 위험한 일에서 생겨난 외상일 수 있다.
도깨비는 위험하면서도 유용한 존재다.50) 대장장이도 그와 같다. 쇠를 뽑아
칼을 만들면 위험하고 호미를 만들면 유용하다. 이런 일을 이끈 석탈해는 도
깨비였다. 물론 당시에 도깨비란 명칭은 없었을지라도 그 명성이 각인됐을 것
이다. 훗날 도깨비란 개념이 형성됐을 때 그에 해당하는 첫 자리가 주어졌을
것이다. 그러기에 600년이 지나 통일대업을 완수한 문무왕 꿈에 나타나 소상
49. 강은해, 앞의글
50. M.엘리아데, 위의책, 99~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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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고 제사를 모시게 했을 것이다.51)
도깨비는 문화영웅이다. 석탈해는 개화영웅이자 신적인 존재였다. 그가 죽
은 뒤 뼈를 빻아 신상을 만들었다. 재창조의 마법이 작동됐다. 그리고 동악신
으로 모셔졌다. 동악은 토함산인데, 거기에 모셔진 상이라면 석굴암 본존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조심스런 학설이 있다. 석굴암을 조성하던 시기의 왕즉불(
王卽佛) 사상을 감안하면 좀 더 과감하게 볼 수 있다. 석굴암이 조성된 시기
는 왕족이 석가모니와 동일 계열이며, 왕이 곧 부처라는 생각을 했다. 왕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준 뒤 사찰에 들어간 왕과 왕비들도 있었다. 그렇다면, 영웅적
인 왕의 상을 세우면서 부처상을 모시는 것과 유사한 형식을 갖출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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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깨비는 중국・일본에도 있다. 유럽에도 고블린이란 이름의 도깨비가 있다.
이들 나라들도 상고시대 대장장이는 개척왕이자 샤먼이며 도깨비였다.52) 또
대장장이를 문화영웅 가운데서 으뜸으로 친다. M.엘리아데는‘최초의 대장장
이와 최초의 샤먼과 최초의 도공은 형제들이다. 그 중에 대장장이가 맏이고
샤먼은 둘째다’53)라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유리세공자도 형제일 것이다.
신라 상대의 인물인 박혁거세∙김알지∙연오랑∙천일창 등도 제철영웅이라는 연
구결과도 있다, 이런 인물들이 도깨비담을 형성한 주인공들이다. 그중에서 가
장 두드러진 인물은 석탈해이다. 민속해석으로 대장장이가 두두리. 도깨비의
기원이라면 한반도의 으뜸 두두리로 석탈해를 꼽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역사해석으로 가장 이른 시기의 두두리∙도깨비담의 주인공은 그 역시 석탈해
다. 언어해석으로 두드려서 특이한 것을 만드는 것이 두두리∙도깨비의 연원이
라면 달천광산과 연결된 제철과정을 꼽을 수 밖에 없다.
도깨비담이 생겨나는 심리의 바탕에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결핍을 채우
51. 『삼국유사』 제4 탈해왕 조에 ‘탈해왕이 죽은 뒤 27대 왕인 문무왕(서기 680년) 꿈에 내가 탈해라고 말하는 노
인이 사나운 표정으로 나타나 자기의 뼈를 파내어 소상을 만들어 토함산에 안치하라고 하자 왕이 그에 따랐
으며, 그 때문에 지금까지 나라 제사를 끊이지 않고 모시니 이를 곧 동악신이라 한다는 기사가 있다.
52. 강은해, 2008, 「동아시아 대장장이 신화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6
53. Popov. A, 1993, 「Consecration Ritual For a Blacksmith Novice Among the Yakuts’ Journal of America
Folkl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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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웅에 대한 기대가 있다. 신통방통한 도깨비가 나타나 사태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도깨비는 부활할 필요가 있다. 신이적인 창조를 일으킬 존재로 등장
해 울산의 풍토에 새바람을 불어줄 필요가 있다.
3)구충당의 재개발
구충당(求忠堂) 이의립(李義立 1621~1694)은 조선 중엽 달천광산을 재개발
한 주역이다. 그리고 지적(地籍)에 오른 달천광산의 첫 소유주다. 그는 양민
출신으로 10여년간 조선팔도를 돌며 탐광과 제철기술을 개발하는데 힘을 쏟
았다. 그러던 그는 마침내 1657년부터 달천광산을 재개발하고 진보된 제철방
법을 개척했다. 그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는 1910년 9대 후손이 판각한‘구
충당 문집’이 전하며, 2000년대에 동상이 세워져 기념되고 있다.
구충당에 대한 연구는 2005년 울산대 금속학과 교수 이광학의「야금사의
발자취와 달내쇠굿」이 있었다. 2006년에는 울산 언론인 장성운이「구충당의
일생과 달천철장 보존방향」을, 울산북구문화원 자문위원 홍중곤이「구충당
가계와 박물관 건립」을 발표했다. 2019년 울산쇠부리축제 학술심포지엄에서
는 서성호가「 구충당문집의 내용과 사료적 의미」를 발표했고, 이영태는「구
충당 이의립의 가계와 생애」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김권일이「구충당 이의
립의 쇠부리기술-토철제련법」을 발표했다. 이들 연구는 구충당 생애사를 한
층 넓혔지만 달천광산이 지닌 땅의 역사를 천착하는데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
겼다.
그는 달천광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광산을 설계하고 배치한 실무적 지휘
자였다. 또 달천광산을 통해 부국강병과 아울러 솥과 쟁기와 같은 민생도구
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구충당은 여러 측면에서 석탈해의 후계자 성격이
강하다.
지리에 밝고, 산악을 숭상했으며, 시대적 소명에 투철했다. 무엇보다 달천광
산 그 자체의 가치를 알고 활용했다.
먼저 주목되는 점은 팔도강산을 둘러봤지만 최고의 철산지는 달천광산임
을 확인한 것이다. 26세때부터 그가 철광과 유황을 찾아나선 곳은 가야산 금
48

강산 묘향산 구월산 백두산을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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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루 훑었다. 그러다 37세때
울산과 경주 경계에 숙박하다가
꿈결에 신인을 만나 울산 달내산
(달천산)에서 무쇠를 얻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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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후손이 목판에 새긴‘ 구충당
문집’54)에는 달천광산을 찾은
것을 신이적 사건으로 기재했지
만, 실제로는 팔도를 둘러봐도 달
천광산만한 가치를 가진 곳을 달
리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
렀음을 보여준다.
문집에는‘천문과 지리는 사람
이 헤아리기 어렵고 지리는 더욱
아득하다. 땅 속의 보배를 천년이
나 지나온 비밀을 능히 발견하여
군사와 농사를 함게 풍족하게 했
다’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구
충당을 찾아온 손님의 말을 빌어
했지만, 그것을 기록한 구충당
자신의 말로 새길 수 있다. 여기

<사진 4> 울산 북구문화원이 달천쇠부리공원에 세운 구충당
이의립 동상. 황동재질에 높이 2.3m

서 지리를 안다는 것은 석탈해가‘ 지리를 두루 안다’고 평가한 것과 맥이 닿
는다. 특히‘천년이나 지나온 비밀을 능히 발견했다’는 구절은 달천광산이 지
닌 가치와 그것을 개척한 오래전의 제철사가 면면히 전승됐다는 것을 짐작할
54. 『求忠堂文集』은 17세기 광산왕 구충당 이의립의 시문집이다. 선비이자 광산개발자로서 군수광물을 개발하
는 역정과 우국충정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광산문학이다. 1910년 9대 후손 이은우에 의해 판각됐다가
2000년 경주 이씨 교감공파 구충당 후손 종친회에서 『國譯 求忠堂文集』을 글밭출판사를 통해 간행했다. 서
성호, 2019, 「구충당문집의 내용과 사료적 의미」 참조.

49

수 있다. 그것은 토함산 동악신 전승의 한 갈래일 것이다.
구충당이 철을 찾아 나서기위해 제문을 짓고 치술령에 올라가 백일정진에
들어갔다는 행위는 석탈해가‘ 호공의 집터(가치있는 땅)를 차지하기 위해 토
함산에 올라 돌무덤을 만들고 7일간 머물렀다’는 내용과 비슷한 동기가 작용
했을 수 있다. 필생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신성한 산악의 감응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치술령(765)과 토함산(745)은 달천광산 좌우에 전
개된 가장 높은 봉우리다. 지세가 비슷하지만 위치는 달천광산을 가운데 두
고 볼 때 반대편이다. 구충당은 석탈해와는 대응되는 곳에 올라 치성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지리를 잘 알고 산악을 조망할 줄 아는 면에서도 두 사람은
비슷하다.
구충당이 광산개발에 나선 시기는 군수산업이 활기를 띠던 효종(孝宗) 치
세기다. 병자호란 뒤 북벌정책을 표방한 효종이 군비증강을 진력하자 철
・유황・
납의 수요가 증가했다. 군수광물의 가격은 오르고 광산개발이 요긴해졌다. 이
에 부응하는 양민에게는 신분을 높여주고 천민에게는 면천의 기회를 줬다. 이
런 정세에서 광산개발은 주로 각 지방의 의욕적인 자들에 의해 이뤄졌다.55)
구충당은 그런 개척자 가운데 최고의 역량을 발휘했다. 그결과 구충당은 현
종 14년(1673년) 현감 직위 대신‘ 달천철점’을 임금으로부터 하사받는 사패지
(賜牌地) 특혜를 얻었다. 이 땅은 일제강점기까지 273년간 구충당 후손에 의
해 관리됐다. 구충당의 장남 이극경은 아버지로부터 유황제조법을 전수받아
금위영(禁衛營)56)의 유황감독관 직위를 얻었고, 강원도 원주와 제천의 접경지
에서 구리광맥을 발견하기도 했다.57)
구충당은 역사를 점검할 줄 알았고, 철을 비롯 유황 광산을 개척하려는 야

55. 유승주, 1994, 『조선시대 광업사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3-209
56. 조선 후기 수도방위사령부 격의 군영.
57. 이영태는 2019년 울산쇠부리축제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구충당 이의립의 가계(家系)와 생애」에서 ‘달천
광산은 일제강점기 구충당의 9세손인 이은우가 일인 나까무라(中村俊松)에 강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은우는 광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오래동안 소송을 벌였으나 실패하고 원주에 이주했으며 그 후손들이 지금도
원주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원주에는 구충당 장남 이극경이 구리광산을 개발하면서 일가를 이룬 근거가 있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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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위 _ 운문령 너머 수리덤 계곡을 따라 문복산 8부능선 해발 700m 지점에 있는 쇠부리터. 달천광산에서 옮겨
온 철광석으로 쇠를 녹여내면서 생긴 쇠똥이 무수히 널려있다.
아래 _ 경북 청도면 신원마을의 구워진 흙덩이로 쌓은 담. 달천광산에서 가져간 철광석으로 쇠솥을 만들 때 쓰인 구워
진 흙덩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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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충당은‘우리나라 사람은 단군에서 기자조선
과 삼한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군사와 갑옷만 훌륭하면 제일인줄 알았으나
조총을 쓸줄 몰랐으니 오랑케에 패했다’고 술회했다. 또‘천하의 땅은 마찬가
지일 것인데 땅속 보배가 하필 그곳(오랑케의 땅)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는 왜
없겠는가. 천 길을 파서 못 얻으면 만 발이라도 파고 도 팔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 결과 구충당은 40세때인 현종 원년(1660년) 막대한 양의 연철과
철환, 부정(釜鼎)을 조정에 바쳤다. 구충당이 이룬 쇠솥 제작기술은 그로부터
200년 이상, 일본의 서양식 철솥이 도입되기 전까지 백성들의 삶을 데워주는
역할을 했다.
구충당은 달천광산의 철가루를 효율적으로 녹여 철강재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다. 그것은 석축형제련로였다. 김권일은 2019년「구충당 이의립 선생의
쇠부리기술-토철제련법(土鐵製鍊法)」에서‘달천광산 주변지역에 산재하는 쇠
부리가마를 석축형제철로(石築型製鐵爐)로 형식설정하고, 이러한 쇠부리문화
는 울산 전읍 태생의 구충당 이의립 및 그 후손들과 관련된 조선후기 울산지
역의 특징적인 제철문화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30여년간 현장을
밟으며 근대제철사를 연구한 권병탁은 1972년 간행한『한국경제사특수연구』
에서‘ 달천광산 주변의 동대산・치술령
・토함산 골짜기는 80여개의 쇠부리터로
제철단지를 이뤘고, 경북 청도의 운문산과 문복산 기슭에는 쇠를 녹여 솥을
만드는 공장이 즐비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니까 구충당이 달천철장을 재개발하면서 제철원료가 풍부하게 공급되
고, 철기가 다양하게 제작됐다. 또 철광석 채집
・선광을 비롯 제조.수송 분야에
걸쳐 연관산업이 부흥했다. 지금으로 치면 달천 주변 제철산단이 형성되고 멀
리 청도에 특구가 형성된 셈이었다.
달천광산 기능과 명성은 시대별로 격차가 있었다. 또 제도의 변천에 따른
부침도 있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달천광산은 구충당이 가치를 재발견하기 전
까지 오랜 기간 휴면상태였다. 그 이유는 산림천택(山林川澤)은 왕의 소유라
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기인했다. 광산도 농토와 같이 왕의 소유였다. 농토
와 같이 농민을 징발해서 관에서 운영했다. 농업을 본업으로 하고 광업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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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취급했다. 게다가 광산물이 국외로 유출되면 중국에서 조공을 요구하
거나 일본 등에서 무기로 활용될 것을 우려했다. 광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
는 풍조가 엷어졌다. 또 각종 세역(稅役)에 시달린 농민들이 기피했다.58)
조선 초기 달천광산을‘ 달천철장(鐵場)’이라 불렀던 시기가 있었다. 정종 1
년(1399) 청안 이씨인 이종주(李從周)를 울주 고을 책임자 겸‘달천철장’감
독자로 임명한다는 왕지를 내렸다.59) 구충당이 달천광산을 발견한 1657년보
다 258년 앞선 일이었다.
조선은 개국초에 염철법(斂鐵法)이란 고려말의 제도를 이어받았다. 중앙정
부가 전국의 철을 다루는 수공업자로부터 철을 받아 충당하는 제도였다. 태
조 2년(1394)부터는 8개 도에 매달 일정량의 철을 생산납부해 무기를 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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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월과군납법’(月課軍器法)을 시행했다. 전국 25개소의 공납처가 있었는
데, 달천철장에 이종주가 파견된 것은 그 제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얼
마되지 않아 혁파됐다.60)
철장제는 농민을 징발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광산업무의 고됨은 물론 생업
마저 위협했다. 징발인력을 취련군(吹鍊軍)이라 불렀다. 취(吹)는 풀무를 밟아
바람을 불어넣는 일꾼인데, 조를 맞춰 밤낮으로 종사해야 했으니 일의 강도가
셌을 것이다. 연(鍊)은 뜨거운 철을 두드리고 다루는 고된 일이었을 것이다.
철장 소재 읍과 인근 부역자들은 작업기간중 식량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뿐
아니라 대다수가 수십리 또는 수백리 길을 직접 지고 다녀야 했다. 부역농민
들의 저항이 거세질 수 밖에 없었다. 결국 성종 18년(1487) 각 읍으로부터 공
철을 채납하게 한다는 각읍채납제(各邑採納制)로 전환했으나 이마저 철장이
없는 읍에도 공납을 부담하는 문제 등으로 흐지부지됐다. 중세의 제철사업은
재료확보가 어렵고, 제조기법이 고난도이기 때문에 제도개편이 잦았을 것이
58. 유승주 앞의책 1~8
59. 울산박물관이 소장하는 이 왕지(王旨)는 교지(敎旨)와 같은 성격이다. 조선 초기 임명장을 초서체로 쓰고 왕
지라고 했지만 세종때 해서체로 쓰고 교지라고 명칭을 바꿨다. 보물 1006호다. 왕지의 원본에 쓰인 글은‘李從
周爲通政大夫知蔚州使兼勸農兵馬團練事蔚州鐵場官者 建文元年正月二十六日’이다. 농업과 병마를 단련시키
고 철장을 관리하는 책임을 명시했다.
60. 유승주, 앞의 책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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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결국 이 어려움을 적절히 타개하지 못하면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맞았
고, 그 뒤 새로운 부국강병책이 나오면서 민간제철이 발흥하게 되었다.
4)고려시대 휴광
고려시대에 달천광산을 운영한 흔적은 없다. 서성호는 2015년「기록으로
본 울산 달천광산」에서‘유감스럽게도 달천의 철광 또는 제철 사실과 관련하
여 고려시대의 모습을 전하는 직접적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이
유는 제시하지 않았다. 삼한시대를 거쳐 신라 문무왕대에도 그 명성이 잊혀지
지 않았던 달천광산이 고려시대에는 흔적을 짐작할만한 유사한 기록조차 없
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달천광산 인근에서 전개된 제철유적도 아직까지 확인
된 바 없다.61)
이렇게 된 이유로는 고려조의 개창과 더불어 수도를 개성으로 옮기고 경주・
울산이 정치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이 된 점을 들 수 있다. 또 확산된 제철기
술과 새로운 철산의 발굴에도 까닭을 찾을 수 있다.
개경천도는 경주의 무력과 경제력의 거세와 직결된다. 경주・울산은 더 이
상 무기의 재료를 생산해서는 안될 곳이었다. 정권교체기에 울산지방 호족 박
윤웅(박혁거세 31세손)은 왕건에 귀부했다. 그 결과 달천광산이 소재한 땅을
받았는데 현재 울산‘ 농소(農所)’다. 또 울산 강동의 미역밭인‘곽소(藿所)’
도 녹읍으로 받았다. 박윤웅 후예는 이 곽소에 대한 권리는 조선시대 암행어
사 박문수가 상소한‘ 왕실에 귀속시키라’는 조치를 이겨냈고, 대한민국에서
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공법을 초월한 인증서를 받아 문중 소유로 확고히
지니고 있다. 반면에 농소의 철소(鐵所), 즉 달천광산에 대한 권리주장은 없었

61. 울산 울주군 당월리 해상의 작은 섬 연자도의 고려시대 유적에 제철유물이 존재한다는 논의가 있었으나, 제철
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2012년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가 작성한 『울주 연자도 유적 보고서』에는 ‘고
고학적으로 명확한 용광로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일부 슬래그에서 철과 관련된 조직이 있지만 제련의
흔적이라 단정지을 수 없다’고 기록했다. 몽고 침입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 이 유적에서는 길이 13m 너
비 5.5m 건물터에 직경 20~92cm에 이르는 구덩이 5개가 0.9~1.5m 간격으로 이어져 있고, 그 속에 숯과 구
워진 흙이 발굴됐다. 그 속에는 철제용기 2점과 높이 19.1cm 금동불상 1점을 비롯 쇠똥 등이 있었다. 이 쇠똥
에 대한 금속분석결과 사철용융에서 보이는 이산화티타늄이 있었고, 달천광산 산출을 특징하는 비소는 검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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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치로 치면 곽소에 비해 몇천몇만 배가 될 철소의 권리는 일찌감치 포기
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산우는 1992년 발표한 논문「 나말여초(羅末麗初)의 울산지역과 박윤웅(
朴允雄)」에서‘ 박윤웅은 신학성(神鶴城) 장군으로 변통지술에 능한 울산지역
최고 실력자였다’며 박 장군이 세력을 형성한 배경을 두 가지로 꼽았다. 하나
는 달천광산의 장악이고 또 하나는 해상무역을 통한 경제력이었다. 달천광산
은 빈번한 전투로 수요가 급증한 철제무기를 양산함으로써 군사적 우열에 결
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신라말 정세변화로 무기를 내려놓게 된 박 장군은 고려왕권의 민감한 시선
을 받게됐을 터인데, 그런 상황에서 철광산을 활성화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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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시대 중반기에는 신라부흥을 의심할 민란이 일어난 것도 달천광산 개발
을 억제한 요인이 됐을 것이다. 명종 23년(1193) 청도 운문산의 김사미와 울
산의 효심이 연합해 일으킨 민란은 중앙 정부군을 격파할 만큼 초기에는 세
력이 컸고, 또 경주 출신 장군 이의민과 더불어 신라부흥을 꾀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런 일련의 풍파를 거치면서 달천광산은 더욱 위축됐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쯤 개경의 왕도건설에 필요한 철 수요는 충주에서 충당했다. 충주
는 삼국시대부터 철광산지로 부상했고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신라・백제간 쟁
탈전이 극심했다. 충주는 고려시대 전반을 통해 최대의 철 공급지였다.62)
달천광산은 고려왕조의 개막과 함께 깊은 잠에 들어가고, 석탈해의 개척신
화는 야사나 민담으로 전승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달천철장이 지닌 실용적 효
용은 완전히 틀어막지는 못했을 것이다. 정치적 민감성이 가라앉으면서 조금
씩 활용됐을 터인데, 농업이나 어업에 필요한 철을 공급하며 명맥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 이남규는 2012년「 고려시대 제철유적 조사연구의 현황과 철
생산기술」에서 달천철장 일대에서 고려시대의 저명한 제철유적이 확인된 바
없지만 이 지역에 필요한 철의 생산과 유통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라
고 추정했다. 그 이유로 고려시대에 경주에 동경이 설치되어 철 수요가 있었

62. 신종환, 2012, 「조선시대의 제철문화」, 『한반도의 제철유적』,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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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선시대에도 제철기술이 전수된 점을 들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조선시대 초기 정종 1
년(1399년)에‘달천철장’에 감독관을 파견했는
데, 고려말엽에도 달천철장이 어느 정도 활용됐
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세종 27년(1445년)‘울산군 동북쪽 산에 철이
가득 있는데, 비만 오면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니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63)
세종이 지시하기 18년 전에도 경상도 채방별감
백환이 울산군 달천 철석을 캐서 철전을 바친 기
록이 있다.64) 공식적으로는 폐업했더라도 명맥은
유지했다는 증거다.
달천광산이 부침을 거듭한 주기는 길다. 삼한
시대에 개발된 뒤 신라때 부흥했고, 고려시대에
휴면에 들어갔다가 조선시대 초기에 잠깐 잠을
<사진5> 이종주를 울주철장관으로 임
명한 왕지(王旨). <울산박물관 소장>

깼다. 그러다가 다시 2백여년간 휴면기에 들어갔
다가 구충당의 등장으로 긴 잠을 깼다. 그 뒤 구
한말까지 경상도 지방의 철기수요의 상당부분을

담당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때 식민수탈을 겪었고, 5.16혁명정부의 경제개발5
개년계획과 함께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된다.

63. 『세종실록』 권108, 27년
64. 『세종실록』 권36,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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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3

2천년광산의 폐업과
거대한 진공
1) 속절없이 잘린 세월의 두께
2) 최종 폐업날의 재구성

광부는 시간의 통조림을 까는 사람이다. 아득한 지질시대에 압력과 열수
에 조리되어 지각이란 통에 간직된 광석을 캤다. 달천철장 통조림은 최소 5
천8백만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 오래된 통조림이 이제 비워지고 뚜껑이 닫혔
다. 2천년 채광역사의 끝이었다. 땅에 드러난 토철을 채집하던 시기에서 땅속
암석층에 있는 철광석을 채광하던 시절까지의 기간은 2천년이었다. 오랫동안
사용한 통조림이었다. 이 통조림을 처음 깐 사람은 왕이 됐고, 그 뒤의 이용
자는 삼한통일의 주역이 됐다. 가장 최근까지 이 통조림을 깐 주역은 최후의
광산인 윤석원(尹錫元)이었다. 충남공고 광산과를 졸업하고 달천광산에 들어
와 최후까지 총괄책임을 맡았다.
1960년대 광산과는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된 선망의 학과였다. 윤석원
은 채광∙선광∙측량 등의 교과서만 달랑 들고 달천광산에 취업했다. 이 광산의
명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영기업이고 비교적 안전한 사업장으로만 알려졌
다. 그는 이곳에서 줄곧 우수한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배웠다. 여러 지질연구
자들이 달천광산을 해석하려고 찾아왔을 때 지하갱도 안내를 맡았다. 30여
년 이상 일하면서 달천광산에 대한 지식과 정이 두터워졌을 때 폐광을 맞았
다.
1) 속절없이 잘린 세월의 두께
1993년 7월 지하갱도를 막던 날 윤석원은 작업자 5명과 함께 마지막 철거
작업을 했다. 지하 225m 갱 안에 들어가 몇 가지 물건들을 정리했다. 모두
말이 없었다. 고락과 생사를 넘나들던 일터를 어둠 속에 묻어야 했다. 그 속
에는 광부들이 지하의 공포를 이기게 한 신앙의 표시나 자신을 가호해줄 사
람의 이름 등이 남겨졌다. 갱의 입구는 덮개를 씌워 차단했다. 그에 앞서 지
상과 지하를 잇는 와이어 로프를 끊었다. 직경 25㎜ 와이어 로프는 150마리
의 말이 끄는 힘으로 끌어당겨도 터지지 않는 줄이었다. 로프는 광부와 철광
석을 실어나르던 케이지에 연결돼 있었다. 지하 225m를 30년 가까이 광부와
광석을 실어날랐다. 중간에 여러 차례 교체한 생명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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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달천광산 전시관에 있는 윤석원 사원증. 상공부 직할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울산광업소 소장 송창수 명의로
1967년2월 생산과 채광계 소속으로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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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절단기로 자르는데 걸린 시간은 잠깐이었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하는
선이 끊겼다. 뒤이어 케이지의 맨 밑 철판 바닥을 분리했다. 가로 세로 2.2m
×4.4m 철판바닥을 갱의 입구에 덮었다. 일을 끝낸 작업자들은 갱 입구 옆에
앉아 말없이 허공을 바라보다가 하나둘씩 헤어졌다.

<사진2> 망제산에서 바라본 광산 전경. 오른쪽에 침전지가 있고 왼쪽 쭉 뻗은 시설물이 선광장에 연결된 컨베어다.
가운데가 채광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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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광산 폐업절차는 두 갈래였다. 하나는 1993년 7월 1일 지하갱을 막고
철광석 생산을 중지한 것이고 또 하나는 2002년 9월 지표에서 사문석을 캐던
것을 중단하고 달천광산 광업 전체를 폐업하는 것이었다. 그는 지하갱도를 막
는 일도 진두지휘 했고, 폐업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일도 직접 했다.
그날 내가 작업을 지시했다. 5명의 작업자를 인솔했다. 갱내 마지막 시설을
밖으로 들어내고 와이어 로프를 끊는 일이었다. 이날은 모두 웃음기가 없
고 말수가 적었다. 일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케이지를 안전대 위에 안착시키고 와이어를 산소절단기로 자르게 했다. 그
모습을 보기 어려웠다. 눈을 돌렸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尹

달천철장 최후의 날은 덤덤했다. 2천년간 운영돼 온 달천철장이 공식적으
로 폐업했지만,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동이 없었다. 무려 2천년이란 세월
의 문이 닫히는데도 그랬다.
여기서 2천년이란 시간은 신라 4대왕 석탈해가 달천철장을 열고 세력을 키
운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이다. 석탈해는 나이 62세인 서기 57년에 왕
위에 올랐다. 태어난 해는 서력기원 5년 전쯤이다. 개략적으로 달천철장이 열
린 이후 지금까지 기간은 예수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기간에 해당된다.
석탈해가 달천광산을 경영한 것은 자명하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탈해
의 제철기능을 인정한다. 그리고 기능을 발휘한 장소가 달천임을 여러 학자
들이 입증하고 있다.
동서를 통해 2천년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한 사업장은 희귀하다. 그렇게 드
문 사업장으로는 채석장과 소금광산을 들 수 있지만 그 마저도 근현대까지
경영된 곳은 드물다. 최근 구약성서 시대 솔로몬왕이 경영하던 구리광산이
발견돼 토픽 뉴스가 됐다. 오래전 끊긴 채 전설이 되다시피 한 광산이었다.
오늘날 50년 이상된 건물이나 시설에 근대문화유산이란 가치를 부여하지만,
2천년된 것은 역사유산 그 이상일 것이다. 그럼에도 달천광산은 그 존재도
토픽 뉴스가 되지 않았고, 폐업소식도 뉴스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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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철장 연대기>
서기
서기

전후1세기
2~3세기
4~9세기
9~14세기
15~16세기
17~19세기

1906년
1943년
1964년
1966년
1972년
1974년
1976년
1977년
1979년
1981년
1986년
1989년
1991년
1993년
2002년
2003년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
2015년

석탈해 달천광산 개척
중산동 제철시대
신라 철광석 원료 및 반제품 공급
고려 개경시대 휴광
조선 철장 운영 및 휴광
이의립 재발견과 국방 및 민생 철기 공급

일제강점기 수탈
서울 정운경.울산 김성탁 경영
국영 대한철광개발(주)울산광업소
민영 삼미그룹
철광석 전량 포항제철 납품
수직갱 60m 첫 개발. 국가기간산업체 선정
수직갱 50m 추가해 심도 110m에서 철광석 월 3천5백톤 포항제철 납품
중석・유비철・사문석 채광
수직갱 225m 까지 심부광채 채굴
정상태 MBC프로듀서 고 최재만 옹의‘울산 쇠부리 소리’발굴
수직갱 100m 연장해 수갱 325m까지 채굴계획 수립
중석 생산 종료, 철광석 생산 3교대에서 2교대로 축소
2교대에서 1교대로 축소
철광석 생산 종료. 사문석만 생산
사문석 생산 종료와 함께 철장 폐업
지방기념물 제40호 지정 및 아파트 단지 계획
제1회 쇠부리축제
현대산업개발 달천아이파크 아파트 사업 착수
구충당 동상 제막
쇠부리축제 학술세미나 시작
달천광산 문화콘테츠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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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달천광산은 여러 측면에서 독보적 존재였다. 운영 주체가 있었고, 간
판이 있었고, 거래 내역이 있었다. 무엇보다 사업현장이 존재했고 생산품이
명백했다. 2천년 사업장의 연륜을 내세울 분명한 이력이 있었다. 운영주체는
민영과 관영이 교대했다. 신라시대 걸출한 대장장이 석씨가 독점했다가 신라
김씨 왕조가 경영을 승계했을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그 역할이 불분명하다.
조선시대에는 세종의 명에 의해 파견된 관영 대표 이종주(李從周)가 경영한
뒤 다시 울산 두동 출신 민간 개발자 이의립에게 소유 및 경영권이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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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는 일인 중촌준송(中村俊松)과 석정광업(石井鑛業)에 수탈됐다.
광복 뒤 경주광업(주)이 잠시 경영했다. 뒤이어 5・16 혁명정부 때의 육군 공병
대와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를 거쳐 삼미금속(주)으로 이어졌다.
소유와 관리에 관한 계보가 분명했다. 사업장이 있는 곳은 ‘울산지적 103
호, 광구 등록번호 80호’이었다. 대표 지번은 울산 북구 달천동 산 20-1, 면적
86,855평이었다. 사업장의 명칭은 ‘달천철장’이었다. ‘탈해’ ‘달천’ ‘달내’ 의 언
어적 의미 맥락이 연결돼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그 이름이 이어졌다.65) 현대에
들어 사업장 이름을 ‘대한’ ‘삼미’ 등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통칭되는 이름은 ‘
달천철장’이었다. 주된 생산품목은 토철 또는 철광석이었다. 중석・구리・사문
석도 생산했다.
거래내역은 중국 정사와 조선왕조실록 등이 증명한다. 서기 3세기에 쓰인
삼국지 동이전은 ‘철을 생산해 이웃 나라에 수출하고 화폐로도 통용했다’고
기록했다. 5세기에 쓰인 후한서 동이전에도 같은 사실을 기재했다. 조선왕조
실록은 중량 단위까지 소상하다. 매년 정철 1만2천5백근을 생산해 조정에 납
부했다는 기록이 대표적이다. 최근의 기록은 울산시 광업현황에 있으니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달천철장 2천년사는 세계 산업사에서도 드물게 오래 경영
해온 사업장이었다.
2) 최종 폐업날의 재구성
최종 폐업일인 2002년 11월 30일의 풍경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폐업
에 대한 인식은 보통 사업장과 같았다. 종업원 수 평균 200명 규모의 사업장
이었고, 지역산업에 미치는 파장은 미미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탄식하며 뒤
돌아 볼 그 무엇도 없었다. 그런데 이 사업장이 지닌 생산품, 시간, 장소의 가
치는 막중한 것이었다. 생산품은 한반도 철기문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
다. 시간은 2천년이 축적됐다. 장소는 한반도 유일성을 지녔다.
65. 권병탁은 1972년 『한국경제사특수연구』에서 ‘탈해는 달내로 쉽게 와음(訛音)되며, 달내쇠굿(달천철장)에서 동
남방 6㎞ 지점인 토함산 연맥에 속칭 달래재란 고개가 있는 점은 시사적 자료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달천
의 천(川)은 달내의 ‘내’의 한자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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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관점을 돌아보면 달천철장은 생각없이 폐업절차를 마친 것이었다. 세
계문화사적으로도 주목할 대상이 정당한 평가나 기념도 없이 문을 닫았다.
그로부터 시간이 끊기고 진공상태가 돼버렸다.
세상 일은 계기가 있고 마디가 있다. 반 세기나 한 세기 같은 시간의 매듭
을 기념한다. 그런데 2천년이란 기간의 대단원을 무심히 넘겼다. 만약 기념식
이 열렸다면, 문화재청은 한반도 철기시대를 연 고대인과 계승자에게 헌사를
해야 했고 철강협회는 세계 제5위 철강강국의 비조로 경배했어야 했다. 월성
석(昔)씨 문중은 석탈해란 개척영웅의 덕을 칭송해야 했다.66) 청안 이씨 울산
문중 역시 철장 감독관을 지냈던 중시조의 은혜를 기렸어야 했다. 최후의 종
사자들은 이 기념식의 앞자리에 앉아 철기를 개척한 문화영웅의 계승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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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고를 격려받았어야 했다. 그러나 유구한 세월 겹겹이 쌓인 장소의 혼이
사라지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문화적 진공이 생겨났다. 2002 새 밀레니
엄 대축제가 열린 그 시점 문화 및 행정 모두 신경이 무뎌 있었다. 왜 그랬는
지는 다음과 같은 배경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이 사업장의 문화사적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철장의 역
사성과 장소성에 대해서는 폐업에 임박해서야 조금씩 알려졌다. 진한(辰韓)
의 제철보다 변한(弁韓)의 제철을 우위에 둔 사학계의 관행 탓이 컸다.
둘째, 긴 세월 점진적으로 쇠퇴함으로써 변화에 무덤덤했다. 삼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장의 성쇠가 무상했다. 또 현대에 들어 1974년 노천채
광 마감, 1993년 철광석 지하채굴 마감, 그리고 2002년 사문석 채광 마감이
란 변화를 겪었다. 잦은 변화에 둔감했다. 그뿐 아니라 운영주체도 공과 사로
교대했고, 폐업에 임박해서는 땅의 주인이 바쁘게 바뀐 까닭도 있다.
셋째, 사업장의 겉모습이 평범했다. 첩첩산중도 아니고 험한 지형도 없었
다. 평탄한 전원지역에 돌과 흙 그리고 녹 쓴 기계와 부품이 널려진 모습이었
다. 보통의 광산풍경과 거리가 있었다. 이 사업장이 내세울 ‘역사적 시간’은 보
이지 않는 것이었고 ‘검붉은 토철’은 소진돼 있었다. 지하갱도는 흙더미에 덮

66. 경주 석(昔)씨는 희성이다. 울산 달천동에는 석씨가 두 가구 거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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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긴장감을 자극할 것이 없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종사원들은 폐업을 기념하는 어떤 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장소성과 역사성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인사들이 챙
길 일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폐광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1968년 시추조사로 매장량을 산정할 때
채광기간이 대략 정해졌다. 과거 곡괭이와 어랭이로 채광했을 때는 천년을 넘
게 이어왔지만, 현대식 기계작업으로 채광하면 20년 안에 매장량이 바닥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 광산은 아래로 파 내려갈수록 넓어지는 것이 아
니라 그 반대였다. 위쪽은 나팔꽃처럼 펼쳐졌지만 내려갈수록 무뿌리처럼 홀
쭉해진다.
지질 분석결과 이 광상은 기둥형태, 즉 주상광체(柱狀鑛體)였다. 가장 위
쪽 단면은 긴 축이 150m, 짧은 축이 50m였다. 광맥은 수직으로 뻗었고 깊이
는 600m 가량이었다. 위쪽의 깊이 50m 가량은 노천광산 형태로 채취됐다.
지하에 묻혀있는 550m 가운데 225m 까지는 캐냈다. 나머지 225m 가운데
90m까지 수직갱도를 개설했으나 채광은 하지 못했다. 광부를 구하기 어려웠
던 점이 결정적 이유였다고 하나 그 외의 이유도 있었을 것이다.
달천광산이 생수와 온천 개발로 변신할 두 가지 기획이 있었다. 나는 본사
의 요청에 따라 이 일을 추진했다. 1987년 4월이었다. 먼저 생수개발 시도
였다. 지하갱도에서는 많은 지하수가 뿜어져 나왔다. 이 물을 끌어올려 생
활용수와 선광장 용수로 사용했다. 지하 225m의 수질을 분석했는데 미네
랄이 풍부했다. 광산에는 비소를 함유한 유비철석이 있었지만 비소이온이
검출되지 않았다. 비소라는 것이 자연상태에서 그렇게 쉽게 유리되는 게
아니었다. 그때는 생수시판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다. 그런데 유럽에 다녀온
회사의 임원이 생수가 기름값 보다 비싼 것을 보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었
다. 그렇지만 생수개발은 검토로 끝났다. 다음은 온천개발 시도였다. 지하
200m 아래에서 섭씨 24~26도 수온이 나왔다. 온천수 온도로 적격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온천개발도 검토단계에서 끝났다. 온천과 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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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본격화하지 않은 이유는 광산이 지닌 본연의 업무에 몰두했기 때문
일 것이다. 폐업 당시까지만 해도 캐지 않은 철광석 두께가 적어도 90m에
이르렀다. <尹

고별식은 간단했다. 가을볕이 드는 사무실에 남은 직원들이 모였다. 직원
들은 소장 아래 사무와 기술 두 과가 있었고 사원은 40여 명이었다. 이날 고
별식에는 다른 직장으로 떠난 사람을 제외하고 30여 명이 모였다. 사원 외
200명의 상시 근로자가 있었으나 그들은 벌써 퇴직금을 정산받고 모두 제 갈
길로 흩어졌다. 상시 근로자는 갱도에서 채광하거나 선광장에서 일하는 광
부다. 이 가운데 특히 지하에서 철광석을 캤던 광부들은 애환이 많았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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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하늘이 내려주는 광맥을 찾는 사람이란 명예로운 사명이 주어진 적도
있었다. 철을 다듬는 대장장이는 신성한 존재였다. 특히 달천광산은 역사문
화 광맥으로서 뜻깊은 곳이었으나 누구도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광
부들은 자신들이 일했던 곳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새 일자리를 찾아 떠날
마음이 바빴다.
광산소장의 고별사에는 달천철장의 오랜 유서가 언급되지 않았다. 소장에
게도 철장의 역사성은 대수롭지 않은 것이었다. 이 광산은 택지로 개발되리
란 예측이 많았지만 그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광산부지 주인이 바뀌면서 과
거의 서류와 기물들이 흩어지기 십상이었다. 기계 장비들은 해체되거나 매각
됐다. 명목상 회사는 폐업되고, 자산은 현대산업개발(주)란 회사로 넘겨졌다.
이날 고별식으로 모든 과정이 끝났다. 이 가운데 어떤 사람은 훗날 달천철
장의 모습을 알고 싶을 때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태화강변의 신라 태화사 절
터나 고대 울산항 유적의 실마리를 찾고자 무던히 애를 쓰는 모습을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2천년 제철사 흔적이 있는 현장은 그 자체가 역사유적
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붉은 흙은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그 입자의 규격은 어떠했는지가 생생
한 자료가 될 것이었다. 숱한 부산물, 예컨대 석류석과 방해석은 어떤 형태였
고 어떻게 처리됐는지가 모두 산 교재였다. 재래식 도구와 작업방식에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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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바뀐 현장의 최종 모습을 정리하는 것이 어떤 백서 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었다. 사람이 떠나고 흔적이 사라지던 그즈음 광업부장 윤석원은 그런
일을 차근히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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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4

자료와 기억으로
복원한 원지형
1) 350년전 구충당 시문에 나타난 모습
2) 권병탁 조사단이 둘러본 델타지대
3) 고려대학교 기술연구소의 관찰
4) 1975년 지질학자가 본 형상
5) 천곡·달천유적 발굴 때 본 지형
6) 토양오염조사단이 본 지형
7) 광산인 윤석원이 37년간 본 모습

달천광산은 한반도 철기문화를 연 산실이었지만, 우람하거나 신비로운 지
형특성은 없었다. 오히려 낮고 부드러운 지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
이한 것은 검붉은 흙 뿐이었다. 보물이 숨겨져 있음직한 비상한 지형과도 거
리가 멀었다. 계곡도 없고 기암절벽도 없다. 해발 100m 미만의 완만한 구릉
이었다. 2천년 전의 모습을 모두 알 수 없더라도 현존하는 지형을 통해 유추
할 수 있다. 또 발굴된 유물, 전하는 기록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이 땅이 어떻게 2천년간이나 눈길을 끌었는지
궁금할 수 밖에 없다. 또 어떻게 문화영웅을 끌어들이고 삼국통일의 저력을
길렀는지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어떻든 이 땅은 한반도에 주어진 천복(天福)
이었음은 틀림없다.
지금 산능선에는 아파트가 밀집했지만 기록과 증언을 통해 복원해 볼 수
있다. 그 땅의 모습을 17세기 광업인 구충당 문집, 1970년 권병탁 조사단,
1975년 광산학자 김정진 논문을 통해 살핀다. 또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진
광산유적 발굴조사를 비롯 동의대학과 농업기반공사가 공동으로 조사한 환
경보고서를 통해 본다. 아울러 달천광산의 현대사를 충실하게 보고 정리해
온 달천광산 최후의 광산인 윤석원을 통해 알아본다.

<사진1> 광미 침전지. 왼쪽 선광장 지붕이 보이고 미세한 찌꺼기를 침전시키는 저수지가 보인다. 그 아래에 상안천이
흐른다. 이곳은 원주민 10여 가구가 살았던 쇠곳마을이다. 세철지는 그 위에 있다.

1) 350년전 구충당 이의립 시문에 나타난 모습
구충당 이의립이 남긴 한 점의 조감도와 그가 쓴 시문에 서술된 내용은 달
천광산의 전모를 살필 가장 오래된 실증적 단서다. 이 조감도는 목판으로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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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진 ‘구충당 문집’

67)

에 있다. 조감도는 ‘철산도(鐵山圖)’란 이름을 새기고 산

의 형태를 동서남북에 맞춰 대략적으로 그렸다.
광산 형태는 둥글고 남쪽이 트여있다. 북쪽의 높은 산을 중심으로 좌청룡
우백호로 뻗은 형태로 그렸다. 실제 산의 형상도 그렇다. 둥근 산체 안에 8개
의 구릉이 있고 그 사이에 작은 골이 전개돼 있다. 서쪽에는 달천(達川)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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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구충당문집 목판본에 실린 ‘철산도’. 달
천광산 전체를 간략히 표현했는데, 석류 열매 단
면처럼 생겼다. 철광체가 타원형이기 때문에 산체
도 닮은 것처럼 보인다.

시했다. 달천은 ‘달내’이며 현재의 상안천이다. 조감도 속의 여백은 낮은 지대
다. 노천채광장이거나 평지다. 아래부분 평지에는 정사(精舍), 세철지(洗鐵池)
68)

, 장제(長堤)가 표기돼 있다.

67. 『구충당 문집』은 지질답사와 광산탐색을 시문으로 표현한 매우 특이한 형식이다. 구충당이 쓴 16편의 시는 이
분야 독보적이다. ‘권이산에서 유황을 캐고 나서 읊다’, ‘치술령에 올라 기도한 뒤 망부석을 보고 읊다’ 등은 탐
광실상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또 ‘철・유황・비상을 발견하고 제조한 일기’나 명산을 찾아 광맥을 찾게해
달라고 소망하는 여러 편의 제문 등은 실천적 탐광자이자 선비정신을 표방한다.
이 문집은 1910년 후손에 의해 판각됐다가 2000년 구충당후손종친회장이자 10대 손인 이기형이 국문으로
번역하고 글밭출판사에서 출판했다.
68. 흙과 섞여있는 철광석, 즉 토철(土鐵)을 흐르는 물에 씻어 광석만 골라내는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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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도는 구충당이 17세기 지식69)으로 그린 지형도이다. 이 그림은 현대의
지질∙지형학적 지식으로 분석한 결과와 닮았다. 전체 지형은 남쪽이 트인 타원
형이다. 현재의 지질학적 분석에 따르면 달천광산의 전체 모습은 타원형이다.
대부분 논문도 타원형임을 밝히고 있다.70) 광맥이 뻗은 지하의 형태도 거의 타
원형이다. 광상의 표면 전체가 타원형이고 지하 심부로 내려가면 원추형으로
전개된다. 따라서 달천철장의 기하학적 형태는 타원이란 특이성을 갖는다.
이 타원 안에서 철광석과 황동석을 비롯한 여러 광석들이 들어있다. 각각
다른 광석과 석질로 이뤄진 구릉들은 차별된 성질로 인해 빨리 풍화되거나
더디게 풍화되었다. 차별침식현상이 생겼다. 그 결과 둥근 산체안의 형태는
석류(石榴) 열매를 단면으로 쪼갠 형상이다.
세부 지질도71)를 보면, 중심부는 석회암이 바탕을 이루고 틈새에 광물이
들어있다. 외곽은 화강암 또는 퇴적암이다. 외곽의 산능선을 이루는 것은 화
강암과 퇴적암이다. 가운데는 석회암과 광물이 포함된 암석 또는 토양이다.
석회암은 상대적으로 무르고 물에 잘 녹는다. 따라서 둥근 테두리 안의 석
회암이 빨리 풍화됐다. 풍화에 걸린 시간은 석회암이 자리잡은 수천만년 전
부터다.72) 그 기간에 상대적으로 풍화가 더딘 화강암과 퇴적암은 남아서 높
은 구릉을 이루고 있다. 특히 퇴적암은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 자리잡을 때
달궈지면서 혼펠스가 되었다. 그래서 풍화에 좀 더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높은 곳이 망제산이다. 이곳에 오르면 달천광산 전모를 볼 수 있었
고, 지금도 과거의 지형을 어렴풋 볼 수 있다. 한때는 이곳에서 광산의 안녕
69. 『구충당 문집』에는 광물탐사 및 제조기술을 배운 방법은 소개돼 있지 않다. 시문 가운데 ‘백두산에서 북경을
바라보며’라는 시에 ‘우공(禹貢)’을 언급한 구절이 있다. 우공은 서경(書經) 가운데 산천・토양・물산 등을 기록
한 부분으로 구충당이 이 문건에서 지질・지형・광물에 대한 소양을 닦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현종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유황・무쇠・비상을 캐고 제조하는 방법의 전말을 묻는 왕의 질문에 대해 ‘산신령
의 인도’라고 답한다. 즉 계시와 현몽과 같은 비의적 태도를 취한다.
70. 박양대・윤형대는 1968년 작성한 「한국지질도 울산도폭」에서 ‘현재 노천채굴하고 있는 표토는 길이 약 170m,
폭 약 80m로서 타원형을 이룬다’고 기재했다. 김규한・박재경 등이 쓴 「울산철광산의 탄산염암과 사문암의 성
인」의 지질개요에도 비슷하다.
71. 황인전(상공부 국립지질조사소 연구원)이 1963년 작성한 ‘울산철광 조사보고서’
72. 학계에서는 중생대 백악기 말엽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박양대・윤형대는 ‘석회암의 형성 배경은 알 수 없으나
(불국사변동이란 대규모 화성활동이 있을 때) 화강암의 관입접촉으로 재결정되었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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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원하는 고사를 지냈다고 한다. 달천광산 지표면 근처에서는 풍화된 석
회암 덩어리들이 많이 채굴되었다. 지표면 근처에서는 1~2m 크기 덩어리로
나뉘어졌고, 날카로운 모서리들은 부드럽게 풍화된 상태로 반출됐다. 이 석
회암은 광물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제방을 쌓거나 조경용으로 쓰였다.
타원형 테두리선의 긴 축의 길이는 300m쯤 된다. 이 외곽을 둘러싼 땅이
임금이 구충당에게 하사한 곳, 즉 사패지(賜牌地)이다.73) 구충당이 철을 조정
에 바쳤을 때 임금이 현감 벼슬을 주겠다고 했다. 구충당은 목민관이 될 소
양이 없다며 사양했다. 그러자 임금이 철이 나는 산을 하사했다는 기록이 실
록에 전한다.
테두리 안을 살펴보면, 구충당은 8개의 구릉과 구릉 사이 여백을 표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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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작은 분지 안의 차별퐁화와 계류의 발달 그리고 철광석을 캐면서
생긴 지형변형과 관련있다. 서쪽에 달천이 있다. 분지 안에 들어온 물은 남쪽
으로 모여 달천으로 흘러내렸다. 분지 안의 차별풍화는 분지 안에서도 각 부
분마다 다른 석질에서 비롯됐다. 남쪽 구릉에는 사문암이 두텁게 분포돼 있
다. 북쪽 구릉에는 철광석, 중석, 황철석 등이 방해석 등과 섞여서 분포한다.
분지 안에서도 비교적 풍화가 더뎠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지 안의 광상에는
맥석(脈石)이 수십 가닥 끼어있는 것으로 조사됐다.74) 맥석은 암석의 틈새에
놓임으로써 암석틈을 갈라 풍화를 촉진하는 역할도 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작은 분지는 울산단층선에 가깝다. 여러차례에 걸쳐 지각이 쪼개져 요동하
고 그 틈새가 파쇄될 때 지각 심층부에서 표면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채광행위는 산의 골짜기를 단기간에 변형시키는 요인이다. 구충당이 1657
73. 사패(賜牌)는 임금이 공로자에게 벼슬이나 토지를 하사하는 내용을 적은 패이다. 구충당 문집 연보에는 다음
과 같은 내용이 기록돼 있다.
구충당이 53세이던 1673년 현종은 구충당의 공로에 대한 보상으로 숙천도호부사란 벼슬을 내렸으나 구충당
이 목민관이 될 수 없다며 사양했다. 그대신 유황・무쇠・비상을 캐고 부리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빈틈
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일을 주관하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러자 현종은 다음과 같은 사패를 내렸다.
‘아, 임진년과 병자년 (전란)을 지나 백년이 흘렀다. 무기가 갖춰져 남쪽과 북쪽이 안정된 것이 이의립의 공이
아니겠는가. 또 이 나라 수천리의 논밭 가는 쟁기와 음식 짓는 솥으로 백성이 편리하게 한 것 또한 이의립의
덕이 아니겠는가. 여기 패를 내리니 자손들로 하여금 백세토록 명성을 전하도록 하라.’
74. 1961~1962년 시추한 주상도에는 암맥(Veinlet)이 여러 곳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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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철산75)을 개발하기에 앞서 조선시대 초기에 국영광산으로 채광되었다. 또
그보다 훨씬 앞서 삼한시대부터 채광됐다. 삼한시대에는 국제무역이 이뤄지
고 중국 정사에 실릴 정도로 광업이 활발했던 곳으로 간주된다.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뒷 장에서 상세히 다룬다.
달천광산은 긴 역사 속에서 전면휴업 상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철광
산업이 끊긴 기간에는 나무와 잡풀에 덮여있었다. 구충당의 철산도는 달천광
산역사의 중후반에 속한다. 구충당의 문집에는 앞선 채광흔적에 대한 기술
이 없다. 모두 새롭게 찾아낸 것으로 기술돼 있다.
철산에 들어가는 입구는 남쪽이 분명하다. 산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틔인
곳이 남쪽 뿐이기 때문이다. 남쪽 아랫부분에 ‘장제(長堤)’가 있다. 긴 뚝을
뜻한다. 구충당 문집 시문 편의 ‘못에서 본 고기와 새에 대한 느낌(池上觀魚
鳥有感)’이란 산문에 ‘철산 아래 조그만 못을 파고 못 밑의 긴 둑에 버드나무
를 심었다’고 기록했다.76) 그 글에 이어 시를 한 편 붙였는데 풍경이 고요하고
도덕적이다.

<사진3> 달천아이파크 3단지 앞 옛 세철지의 제방으로 추정되는 흔적. 철산도에는 ‘장제(長堤)’라고 표시돼 있다. 달천동으
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려다 노선을 앞쪽으로 변경하면서 남았다. 제방은 예전에 도로 역할을 했고, 옛길 일부가 남아있다.

75. 『구충당문집』에 따르면 1657년 정월 울주 달천산에서 무쇠를 얻었고, 1659년 무쇠 제조법을 터득했다. ‘무쇠
를 얻었다’는 것은 철광석을 찾았다는 뜻이다.
76. 못을 판 기록은 사패를 받은 경위를 설명하는 항목에도 언급돼 있다. 즉 철산 아래 못을 파고, 긴 제방을 쌓았
는데 모두 임금께서 주신 땅이다(‘鐵山下築潭 潭下有長堤 皆賜牌之地)’란 구절이다. 이 구절로 보면 달천광산
을 사패지로 받은 뒤 못을 축조해 좀 더 효율적인 채광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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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는 물고기와 새를 소재로 봄 풍경을 노래한 이 글을 보면 긴 제방은
조경의 한 요소로 연못을 조성한 것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더구나 ‘장제’
위에 ‘정사(精舍)’가 놓여져 조경요소로 보게 한다. ‘정사’란 수양하고 공부하
는 곳이기에 더욱 그런 정취를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이곳은 철산이다. 철광석을 캐고 분류하고 실어나르는 산업장이
다. 구충당의 식솔들은 철산에서 한나절 떨어진 두서면 전읍리에 있다. 철산
에 있는 집은 사무소며 집무실이다. 그런 집무실 앞의 못이 서정적 기능을
하는 곳일 수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광산개발에 딸린 시설로 보는 것이 옳
다. 그런 측면에서 장제와 정사 사이에 있는 ‘세철지(洗鐵池)’가 여러 의문을
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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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 테두리를 갖춰 표기한 세철지는 ‘쇳가루를 씻는 못’이다. 옛 말로는 쇠
치기77)며 지금 말로는 선광(選鑛)이다. 토철을 파면 황토나 석영 방해석 부스
러기들이 섞인 상태로 나오는데, 이것을 물로 씻으면서 철 알갱이만 골라내는
일이다. 세철지 표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도처에 흩어져 있는 쇠부리터에 공급한 토철이 잡흙과 섞여서 수송
된 것이 아니라 철 성분만 골라서 공급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또 세철지 위
치가 현대의 선광장 및 침전지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세
철지 위치는 달천과 바로 연결되는 지점이며, 움푹 파여서 물이 고일만한 곳
이었다. 1987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실시한 광산평가조서 토지명세서에는

77. 권병탁은 1972년 『한국경제사특수연구』에 수록한 「이조말기의 용광수공업」에서 실제 달천광산 인근에서 쇠
치기 작업을 했다는 경북 외동읍 입실리 권태식씨(당시 52세)의 경험담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큰물이 지나간후 냇가 비탈진 곳에 너비 120㎝ 길이 10m 높이 20㎝ 정도의 나무홈을 15도 경사로 장치한
다. 홈의 위쪽에서 냇물을 봇물처럼 끌어다 주입하는 동시에 큰 냇물이 쓸어가고 남은 모래를 홈에다 가득 채
우고 고무래로 휘저으면 물과 함께 모래는 서서히 떠내려가고 철분(鐵紛)이 닳은 것은 홈에 남게 되는데 이것
을 채취한 다음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
소설가 김수용은 1987년 장편소설 ‘불매’에서 울산지방 ‘쇠치기’에 대해 대화체로 표현했다. 이 소설은 1981년
발굴된 쇠부리노래와 함께 전통 제철산업에 종사한 울산시 울주군 두동면 최재만 옹에게 청취한 내용을 소재
로 쓴 글이어서 사실적 내용이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문학사상사가 1987년 펴낸 ‘불매’ 139쪽은 다음과 같
이 쇠치기를 설명한다.
‘쇠치기란 큰 물이 지나간 뒤 냇가의 경사진 곳에 폭이 넉 자, 길이 한 뼘쯤 되는 나무통을 비스듬하게 장치해
놓고 붓도랑을 만들어 물길을 홈통으로 보내면 물이 지나가고 난 자리에 남은 모래를 고무래로 가볍게 저어
모래는 떠내려 보내고 쇠를 건지는 작업을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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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천평 규모의 유지(溜地.농소면 달천리 10번지 2,957㎡)가 있다. 삼한시대
세철지도 같은 지점일 가능성이 많다.
현재 현대아아파크 2차와 3차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세철지라고 생각된
다. 지번으로는 달천동 산 10-1이다. 예전의 지목은 유지인데, 물이 고이는
유수지란 뜻이다. 그 유지의 제방 아래쪽에는 상안천이 흘렀다. 제방은 길
이었다. 이 제방과 상안천 사이에 평탄지가 있었는데, 그곳이 ‘쇠곳’이란 마
을이었다. 10여 가구가 살았다. 이 취락지 일부는 현재 아파트 주민들의 소
일거리 밭이 되었고 일부는 도로에 편입됐다. <尹

<사진4> 유지가 표기된 초기 지적도 B지구, 좌측 끝의 '10-1유' 지점이 유지이며 세철지로 추정된다.

인공못이자 세철지는 구충당의 시문에는 서정적으로 표현돼 있다. 당시 구
74

충당은 철산개발 자체가 심신을 닦고 집안과 조정에 보탬이 되는 요체로 간
주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남긴 시문이 뜻하는 바는 모든 행위가 군주를 정
점으로 유가적 덕을 수행하는 것으로 일관돼 있다.
그리고 구충당은 달천 현장에 제철로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이다. 채광현
장에서 제련까지 했다면, 그 얘기가 전해졌거니 최근의 발굴조사때 드러났을
것이다. 그때쯤에는 달천 인근의 쓸만한 나무는 벌채되었고 어린 나무도 가
정용 땔감으로 베혀졌을 것이다.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러므로 열
과 연기로 들끓는 제철공정은 멀리 치술령이나 동대산 골짜기로 옮겨갔을 것
이다. 달천광산은 토철을 캐고 물에 씻는 정도였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의 달
천광산은 연못이 있는 정사라고 표현하면서 물고기와 새의 풍경을 그릴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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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다.
2) 권병탁 조사단이 둘러본 델타지대
권병탁은 달천광산에서 광석을 캤을 뿐 아니라 제련도 했을 것이라고 추정
했다.78) 삼한시대 첫 철기문화가 시작됐을 때 달천광산 인근은 인간의 간섭
이 적었고 용광로에 쓸 원시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흔적을 확인하는
것은 여전히 숙제다. 아직 달천광산 구역 안에서는 그 흔적을 찾지 못했다.
진한(辰韓)의 철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인 그는 첫 조사지로 달천광산을
방문했다. 광산의 이모저모를 치밀하게 살펴봤을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상전
벽해를 실감하는 느낌이 강하게 전달된다. 그는 달천광산, 동대산맥, 치술령
을 채광 및 제철산업의 핵심으로 보았다. 3개 지점과 대응하는 달천, 모화,
석계 마을을 철점 또는 쇠곳의 거점으로 보았다. 지금으로 치면 ‘철의 삼각지
대’ 또는 ‘철의 델타’라 부를 수 있다. 이 거점은 달천철장에서 대략 5km 반경
78. 권병탁은 쇠부리터를 찾기위해 1969년 울산・경주・청도 인근 마을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울산군 농소면 달천리 달래쇠곳에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토철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세종실록지리지라든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당시 연간 12,500근의 정철(正鐵)을 세공으로 정부에 바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높은 기술과 노동력도 들었을 겁입니다만, 목탄이나 장작도 대량으로 소모되었을 것
입니다. 소생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옛날 달천광산에서 채굴된 토철은 처음 그 근처 산록에서 제련되었을 것
이나 차차 운문산 지대로 연료를 따라서 옮겨져서 청도군 신원면 방음동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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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다.
그는 이 삼각거점 외에 무려 40km 떨어진 곳에 별도의 거점을 찾아냈다.
달천 쇠를 가져가서 쇠솥을 만드는 청도 운문령 지구였다. 지금으로 치면 운
문령 특구를 하나 더 설정했다. 이곳의 쇠부리밀도는 매우 높았다. 그의 관점
은 광산을 기점으로 주변의 제철단지를 넓게 조망한 특징이 있다. 그가 산업
경제학이란 학문적 도구로 달천광산을 파들어간 기록은 특이하다. 그가 설
정한 삼각거점의 제1거점은 철광석이 산출되는 달천이다.
제1거점 달천광산을 가장 먼저 탐방했다. 탐방한 시기는 달천광산이 현대
적 채광으로 기지개를 켜던 이른 시기였다. 『한국경제사특수연구』에 수록한
「용광・용선노지의 발견경위」에서 ‘노지(爐址)조사단 일행은 1970년 1월 14일
토철생산의 총본산인 울주군 농소면 달천리 달내쇠곳79)에 갔다’고 기술했다.
노지란 토철을 녹여 쇠를 만든 제철로 터다. 쇠부리터로 더 알려져 있다. 이
들의 목적은 달천광산 주변에 산재한 쇠부리터 탐색이었다. 첫 단계로 달천
광산의 옛 자취를 더듬었다. 삼각거점의 출발점이었다. 이 답사단 사진에는
권 교수 외 4명이 있다. 명단은 기재되지 않았다. 달천광산을 ‘달내쇠곳’이라
고 표현한 그는 다음과 같이 전모를 개관했다.
‘현재 울산광업소 방만춘 광업소장의 지휘하에 중장비로 토철을 채광하고
있는 역사적 광업소는 그 옛날의 달내쇠곳의 자취를 완전히 휩쓸어 버렸
다. 쇠곳 언덕은 바다처럼 넓고 깊게 파헤쳐져 있고 기선장(機選場)에서 정
선된 분광(粉鑛)은 산을 이루고 있는가 하면 그의 폐수처리장은 넓은 호수
를 이루고 있다. 실로 상전이 벽해로 변했다고 하는 정도로서는 표현이 부
당하다 하겠다.’

조사단이 광산을 방문한 1970년은 국영광산(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에서

79. ‘달내쇠곳’이란 용어에 대해 권병탁은 쇠부리와 관련있는 옛 사람들이 달천광산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풀이했
다. 또 그 용어를 뜻과 소리로 풀이했는데, ‘달’은 몽고어의 ‘달구다’(冶)와 통하며, 오늘날 울산에서 대장간을
‘달장간’이라고 부르는 연유와 같다고 풀었다. ‘내’는 ‘천’(川)을 뜻하며 ‘쇠곳’은 쇠를 다루는 곳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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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된지 4년째로 광산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때였다.80) 당시 중장비로는
크래인이 있었다. ‘바다처럼 깊고 넓게 파헤쳐졌다’는 곳은 토철을 집중적으
로 채광한 곳이다. 채광장이라야 운동장 4개 정도의 면적이기 때문에 바다
란 표현은 과장된 감이 있다. 채광장이 움푹 파여 물이 고이고 선광장과 광미
침전지가 있었다. 물로 씼고, 물이 고이고, 물을 담는 시설이 많았기 때문인
지 그의 글에는 호수와 바다와 창해라는 용어가 이어졌다.
노천 채광장에는 높은 언덕도 있었는데, 포크래인 이빨이 긁어내린 골이
선명했을 것이다. 신선하고 단단한 흙을 긁었기 때문에 흔적이 쉽게 지워지
지 않았다.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사진으로도 남아있다. 그런 모습에
서 옛 자취를 완전히 휩쓸어버렸다고 서술할 만큼 큰 변화를 실감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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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진다.
그때쯤 철광석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마광(摩鑛)시설과 선광장이 증설돼
있었다. 기선장이라 표현한 것은 기계식 선광장에서 철광석을 선별하는 선광
장이며, 호수를 이룬 폐수처리장은 선광장에 딸린 광미침전지였다.
당시 혁명정부는 자원빈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천광산을 민간에게 넘겨
서 개발을 독려하고 있었다. 산을 이룬 분광은 선광된 철가루를 쌓아둔 모
습을 형용한 것이다. 이 분광은 트럭에 실려 울산부두를 통해 일본에 수출
될 물량이었다. 그 시기 연간 생산량은 85,000톤이었다. 산더미 같다는 표현
은 제때 실려나가지 않은 철광석 더미를 봤던 것으로 여겨진다.
‘실로 달내쇠곳은 상전이 창해로 변했다’는 표현은 재래식 채광에서 기계식
채광으로 바뀌는 과정에 드러난 개발규모에 대한 인상일 것이다. 달천광산
답사 글에서는 광산의 세세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산의 형태나 과거 파들
어간 갱도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달천광산을 채광지로만 보고 광맥의 분포,
광상의 변형, 과거갱도의 존폐, 부수시설의 형태 등은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
다. 그러니까 그가 이끈 조사단이 관찰한 제1거점 달천광산에서는 겉보기에
80. 울산박물관의 ‘윤석원 기증 목록’에는 기점을 달리한 3종의 회사 연혁표가 있다. 1906년 일인에 의한 개발착
수, 1933년 일본 석정(石井)광업소에서 개발착수, 1956년 상공부.재무부 협의로 양양철산.삼화철산 통합운영
방침에 의거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로 개청 등이다. 1956년을 기점으로 잡은 연혁에서는 1966년12월 24일
대한철광개발을 ㈜삼미가 인수해 삼미그룹 계열사가 됐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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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쳤다. 사실 그가 주목한 것은 쇳물을 생산하는 제철소나 쇳물로 도구를 만
드는 쇠부리터였다. 이 논문을 쓸 시기에만 82개소의 쇠부리터를 찾아냈다.
치술령 일대 30곳, 동대산맥 일대 22곳, 운문산 일대 30곳이었다.

<사진5> 60년대 후반 광산 임원들이 현장을 둘러보는 모습. 나무 전주에 조명등이 달렸고, 먼 산은 헐벗었다.

그렇다고 달천광산 자체를 건너 띈 것은 아니었다. ‘쇠곳의 옛 자취를 보려
고 달천리에 왔다’는 글에서 보듯 조사단은 달천광산의 옛 모습을 찾으려고
했다. 조사단은 달천리 최연장자인 김입동옹(당시 89세)을 찾아 기억을 더듬
어냈다. 김 옹으로부터 “지금은 행방조차 알 수 없는 이은건(다른 이름은 여
필)이 광산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등짐과 마소로 실어가는 토철은 진득골고
개 또는 관문을 넘어갔고, 가끔 가잿골을 건너 모화 입실쪽으로도 갔다”는
기억을 채록했다. 김 옹이 10대때의 기억이었다고 하므로 1900년대의 상황이
었다.
이은건(李殷鍵)은 구충당 이의립의 직계 후손으로 1882년생이다. 광산을
일인에게 뺏기기 전의 모습인데, 위의 언급에서는 채광된 토철이 제철로가 있
는 쇠부리터로 실려나간 방향을 알 수 있다. ‘진득골고개는 청도 운문산 점텃
골로 통하는 길이고, 관문은 치술령으로 통하는 길이다. 가잿골은 달내쇠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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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편에 있는 마을인데 토함산맥81) 용광로군과 연결되는 길이었다’고 설명을
달아놨다.
이 길들은 많이 변형됐다. 진득골고개는 척과와 두동을 거쳐 언양 청도 운
문으로 연결되었다. 치술령으로 가는 길은 달천동에서 만석골저수지 계곡을
따라 상아산(해발 226m) 능선을 넘어 관문성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능선 너
머는 사유지로 활용되면서 길이 끊겼다. 이 길은 석계 녹동 봉계 두동으로
연결되었다. 가잿골 길은 천곡천과 동천강을 넘어 동대산맥 쇠부리 골짜기로
연결되는 길이었다. 효문 강동 모화 입실 등으로 연결되었다.
조사단은 김 옹의 기억을 통해 달천광산이 있는 달천에 쇠부리시설이 있었
는지를 탐문했다. ‘호기심으로 이 골짜기에는 쇠부리를 해도 쇳물이 안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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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 옹에게 물었다’고 했다. 호기심으로 물은 것이지 정색하고 질문하지 않
았던 것이다. 김 옹의 답변도 달천에서는 쇠부리가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런
데 김 옹의 답변 가운데는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다. 즉 “쇠부리터는 천옥(天
屋)82)자리가 아니면 안되는데 달내골에는 그러한 터가 없다. 치술령과 동대
산 기슭에는 그러한 터가 얼마든지 있었다. 그믐날 밤 쇠부리 불꽃을 달내에
서도 볼 수 있었다”는 답변이다.
주목할 것은 ‘멀리서도 보이는 동대산맥 쇠부리 불꽃’이다. 달천에서 동대산
맥의 쇠부리터까지는 5~10㎞쯤이다. 중간에 시야를 막는 산지가 없으므로 쇠
부리가 시작되면 밤낮없이 지속적으로 피웠던 불꽃을 멀리서도 봤다는 증언이
다. 이 증언은 동대산맥이 쇠부리의 요처로 연속적으로 활용됐으며, 그 역사
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김 옹이 진술하고 권 교
수팀이 주목한 동대산맥 쇠부리터가 바로 제철삼각거점의 제2거점일 것이다.

81. 토함산맥과 동대산맥은 같은 맥이다. 경주에서 울산만까지 이어져 있다. 이 산맥 가운데 경주에는 토함산
(746)이 주봉이고, 울산에서는 동대산(447)이 주봉이다. 이 산맥의 대부분은 울산권에 속해 있다. 동대산맥이
란 이름이 주로 쓰인다. 제철유적도 울산권에 많이 속해 있다. 권병탁은 ‘토함산맥 계통 쇠부리터’라고 불렀다.
이 책에서는 친연성을 좆아 ‘동대산맥 쇠리부터’라고 부른다.
82. 천옥(天屋)은 사방이 삼림으로 둘러싸여 외부로부터 가리워져 있는 곳이다. 숲이 우거져 연료와 물을 확보하
기 좋은 곳이기도 하다. 근대적 관점에서 달천은 천옥이 아니다. 그러나 고대의 달천에도 개간이 덜되고 원시
림이 우거진 상태가 있었을 것이므로 제철할 여건이 아니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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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려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의 관찰
고려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는 1971년 5월 국내의 모든 철광산의 실태를 조
사한 보고서를 냈다. 소칠섭・김선억은 「한국산 철광석의 광물학적 및 지화학
적 연구(1)」란 제목으로 고대생산기술연구소 연구보고 제2권 제1호에 그 내용
을 실었다. 거기에다 ‘포항제철소・인천제철・동국제강 등 제철소의 원광석 수급
대책을 위한 국내 철광상(鐵鑛床)의 종합개발대책수립에 관한 조사연구’란 긴
이름의 부제도 달았다. 부제가 지시하는 것처럼 국내의 철광생산의 전체를 개
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달천광산은 ‘울산광산’이란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이 보고서를 보면 울산광산은 전국 3위의 채광량을 자랑했고, 물금・충주
광산과 함께 한국철광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노천광산으로
생산단가가 다른 광산에 비해 20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점 등이 부각됐다. 그
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거의 자원이 소진된 광산으로서 평가됐다. 평가
서는 다음과 같다.
울산광산은 1906년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 1961년부터 지질조사・자탐 및
시추탐광을 실시하여 1963년도에 비로소 광상규모가 대체로 밝혀졌다.
그후 대한철광에서 인수.개발함으로써 1965년에 12,737톤의 광석을 생산
하기 시작하여 1968년도에 87,000톤을 생산, 국내에 30% 일본에 70%
비율로 판매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반휴광상태에 놓여있다.
선광장은 일 500톤 시설용량으로 일 420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채광기재
시설과 운반용 디젤카 등이 시설되어 있다. 정부 인수사항은 불도저 외 2종
과 시추탐광 14개공에 (시추길이는)2,498m이다.
광산부근 지질은 결정질석회석, 사문암, 셰일, 혼펠스, 흑운모화강암이 분
포하며 광상은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으로 접촉교대작용에 의하여 석회암
층 또는 석회암과 사문암 사이에 부존되며 함철(含鐵) 스카른대83)가 형

83. 스카른(Skarn)의 어원은 촛불의 동심원을 뜻하는 스웨덴어. 지하 깊은 곳에서 철 마그네슘 알루미늄 성분을
지닌 마그마 열수가 기존의 암석, 특히 석회암이나 백운암과 접촉하면서 석류석 중석 황동석 등을 만든 상
태.(네이버 광물자원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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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광체의 주향 및 경사는 N25° ~35° W, 60° ~80° NW이고 폭
10m, 연장 약 200m의 괴상광체를 이루고 있는데 품위는 Fe;35~45%,
SiO₂;25.98%, As;±1% 내외이고 광량은 약 65만톤이다.
광석은 석류석, 녹니석, 양기석, 방해석 등이 적철석과 불규칙하게 괴상(塊
狀)을 이루며 일반적으로 비소의 함량이 높은 편이다.
또한 적철석을 석류석 사이에서도 볼 수 있으며 철광체 중에는 부분적으
로 유비철의 침상결정이 방사상으로 발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광산
은 좋은 입지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단일 광체로서 노천채굴하고 있다.

<개발상의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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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광산은 노천채굴로서 지표하부 60~70m에 도달하였고 심부로 갈수
록 광체는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채광 및 운반비가 점차 높아지고 전체 생
산비의 증가로 운영에 적자를 면치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정광은 분광으로 생산되고 있어 판로가 원활치 못하고 비소의 함량이
1% 내외로서 철석질이 양호한 편이 못되고 있다.
다) 본 광산은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개발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결여되
어 있고 자원면에서도 확인된 광량 중 50%는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광체
들의 것이므로 이들의 개발 경제성은 희박하다. 앞으로 본 광산개발은 현
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나온 1970년 당시의 전국의 철광은 모두 지지부진했다. 그래
서 이 보고서는 ‘현재의 채광 및 선광 방법은 비기계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
어 채광은 인력위주로, 선광은 손으로 선별하는 수선(手選)으로 고품위 광석
만을 채광대상으로 삼아온 결과 채광이 비교적 용이한 고품위 광체는 거의
바닥이 났다. 따라서 지하심부로 파내려가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69년의 주요 철광의 생산실적을 보면 울산광산이 6만9천톤으로 4위였
고, 양양광산이 30만톤, 충주 17만톤, 물금 13만톤이었다. 생산원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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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면, 재료・노임・경비・감가상각 가운데 광석을 캐는 재료비는 평균 419원인
데 비해 울산광산은 18원이었다. 그만큼 작업하기가 쉬웠다. 울산광산 노임
은 868원으로 전국 평균 700원에 비해 가장 높았다.
1972년까지는 철광석은 대부분 일본에 수출했다. 포항제철이 가동하기 전
이었다. 일본은 호주・남미・인도 등 대량생산 국가로부터 수입선을 늘려놓고
있었다. 한국산은 해상운송때 단거리라는 이점이 있었으나 대형 수송선이 등
장하면서 그 이점마저 소멸되면서 철광수출 단가가 급락했다. 1956년 톤당
17 달러이던 것이 1967년에는 9.2 달러로 줄었다. 철광석의 가격 하락과 생산
비 증가는 광산업의 성쇠에 직결됐다.
1954년까지 가동중인 철광산은 8개였다가 1968년말에는 68개 였고 1969
년에는 12개로 줄었다. 내리막이었던 철광생산이 다시 오르막을 만나게 되는
데, 그것은 포항제철이 가동하면서 부터다.
4) 1975년 지질학자가 본 형상
광산학 전문가로서 현장에서 일한 뒤 부산대 지질학 교수로 재직했던 김
정진은 1975년 부산대 인문학연구소가 출간한 ‘코기토 14’에 수록한 「울산광
산의 광상에 관한 연구」는 달천의 노천광 상태를 답사하고 작성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한다.
‘필자는 본 광산의 모체인 양양광산에 재직할 때 2회에 걸쳐 지질조사를
한 바 있고, 1974년 5월부터 4개월간 수시로 현지 조사하여 얻은 자료를 토
대로 정리 발표한다.’ 이 논문은 노천광 상태를 설명하는 마지막 논문이다.
‘과거 노천채굴한 표토는 직경 약 170m의 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는 갱
내 채굴에 의존하고, 노천은 잔광(殘鑛 )처리에 불과하다. 표토의 두께는
10~30m 흑적갈색(黑赤褐色) 점토 및 사질층이다. 이 층에는 덩어리 형태의
철광석이 풍화작용을 받아 극히 연약하고, 철의 품위는 평균 10~20%이나
50%에 달하는 부분도 있다. 토양철광 중에는 다량의 분해된 석류석(石榴石
Garnet)의 원형만 모여있는 부분이 있고 신선한 석류석이 함유된 곳도 있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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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6> 김정진의 1975년 「울산 광산에 관한 연구」에 수록된 지질도. 가운데 원형이 광산 중심이다. 그 속에 벽
돌쌓은 형태가 석회암이다. 맨 왼쪽에 화강암이 놓였고, 화강암과 광산 중심 사이에는 퇴적암이 마그마 열에 달궈
져 형성된 혼펠스가 있다. 맨 아래 B-B’ 단면도의 중앙 검은 부분이 철광체다. 왼쪽 해발 45m 등고선에 걸린 3개
의 검은 점은 지하 갱도 출입구라고 표기했다.

달천광산에 관한 현장감 있고 전문적인 관찰 가운데 하나다. 여러 관찰자
의 견해와 일치하며, 또 예로부터 내려온 광산의 특징을 함축하는 부분이 있
다. ‘과거 노천채굴한 표토의 직경은 170m’에서 ‘과거’는 1967년 이전까지 채
굴한 시점을 뜻한다. 그 시작 시기는 고대부터다. 그러니까 뾰죽한 돌로 토철
을 파던 것에서부터 괭이와 어랭이 정도의 도구로 파고 옮겼던 시기다. 토철
채굴이 종료된 시점은 1967년이다. 김 연구원이 이 논문을 쓰던 당시 ‘과거’라
했을 때 2천년을 거슬러가는 달천광산의 연혁을 상정했을 지는 알 수 없다.
1975년만해도 달천광산의 고대 연혁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직경이 170m인 원형체’라는 기술은 여러 기록과 현장 근무자의 관찰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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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이 원형체의 면적은 약 2만2천㎡(7,500평)로 운동장 2개 정도이다.
원형체 바닥에서 가장 높은 곳이 70m 정도인 구릉지에서 토철을 캔 것이다.
철을 캐는 노천광상이 놓인 지형은 험준하지 않으므로 접근하기 편했다. 이
일대의 산의 경사도는 대체로 10% 안팎이다. 굴착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고
지게로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지형이다. 광산이 지니는 일반적인 풍토인
가파르거나 깊은 골짜기와 전혀 달랐다. ‘표토의 두께 10~30m’는 시추 주상
도에도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노천채굴장이 남아있었던 1990년대까지 단면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풍화된 심도에 따라 윗 부분은 검붉은 흙이었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풍화가 덜된 암석층이 드러났다.
‘풍화작용을 받아 연약하다’는 언급은 잘 바스라지는 철 가루를 뜻한다. 철
광석은 방해석에 끼어 있거나 뭉쳐있는 경우가 많다. 달천광산 부근에서 수
분에 오래 노출된 철광석 뭉치를 손가락으로 비비면 입자상태로 바스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연약하다는 것은 이런 상태를 뜻한다고 봐진다. ‘석류
석 원형만 모여있는 곳’ 또는 ‘신선한 석류석이 함유된 곳’도 관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석류석은 매우 단단하고 아름답다.84) 청동기 시대에는 보석이
나 연마제로 쓰였다고 하므로 고대에 암석에 그림을 새기는 도구로 손색 없
었을 것이다. 석류석은 깨알만하거나 콩알만한 결정체가 철광석에 붙어있다.
철광석이 풍화돼 입자상으로 흩어지면 거기에 붙어있던 석류석이 무더기로
남겨질 수 있다. 또 풍화가 덜된 철광석에는 석류석이 점점히 박혀있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철의 품위는 10~20%이나 50%에 달하는 부분도 있다’는 관찰결과는 달천
광산 2천년 통사를 꿰뚫는 핵심 언명이다. 특히 ‘50%에 달하는 부분’은 달천
광산의 희소성을 특징짓는다. 철광석이 풍화돼 산더미를 이루고 있는 곳은

84. 달천의 석류석은 암석에 그림을 새기는 도구로 쓰일 수 있었고, 신라의 정교한 공예품 소재로 쓰였으리라 추
정할 수 있다. 인터넷 ‘두산백과’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결정의 색과 모양이 석류와 비슷하여 석류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가넷(garnet)이라고도 부른다. 검
붉은 색채에 석영처럼 빛나고 매우 강하다. 석류석은 청동기 시대부터 보석 및 연마제로 사용되어 온 규산염
광물이다. 굳기는 6.5∼7.5이며, 비중은 3.4∼4.6이다. 적색, 오렌지색, 갈색, 노색, 암녹색, 검정색 등 여러 가
지 색이 있으며, 불순물 함량에 따라 투명하거나 반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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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광산이 유일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85) 한반도에서 유일무이한 희소성이
주는 가치는 매우 크다. 우선 조선시대 세종조의 기록부터 의미심장하다.
세종대왕은 말했다. “듣건대 울산군 동북쪽 산에 철이 가득 있는데, 혹 비
로 인해 저절로 드러나기도 하고, 캐내서 제련하면 무쇠가 되거나 구리가 될
것이니 자세히 조사하라.”는 언명이다. 세종 27년(1445년) 실록에는 경상도
감사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리고 있다. 울산군 동북쪽 철산은 달천광산이다.
세종의 지시를 들으면 빗물에 흙은 씼겨가고 무거운 철 입자가 남아있는 형
상이 눈에 그려진다. 하천 바닥에서 사철을 모으는 것에 비할 수 없이 많은
토철을 그려볼 수 있다. 빗물에 씼긴다는 것은 토양을 구성하는 입자의 비중
에 따라 선별되는 것을 뜻한다. 센 물살에 작은 철 입자가 하천에 흘러들면

한
반
도
철
기
시
대
살
찌
운

2'
천
년
통
조
림
'

그것이 사철이라 불린다. 세종은 철이 가득히 쌓여있다는 정보를 알고 있었
던 것이다. 철은 예나 지금이나 한 국가의 중추소재다. 산업과 도구, 국방과
무기의 주력이다.
5) 천곡・달천유적 발굴 때 본 지형
■천곡유적

달천광산 옆 천곡동에 자리잡은 수렵.농경 선사인은 다음 시대를 예비했
다. 그들이 살던 곳에서 놀라운 소재가 등장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인적자
원을 늘리고 있었다. 신소재는 쇠였고, 그 쇠를 만드는 주역들은 달천・상안의
삼한시대인이었다.
천곡유적은 달천광산 구역과 닿아있다. 철광석이 나는 구릉지 북동쪽 해
발 30~60m에 있다. 언덕 밑에는 천곡천이 흘러 바로 동천과 합류했다. 합류
지점은 바닷물이 올라왔던 고(古) 울산만 가장자리였다. 상류에서 흘러든 모
래로 충적되고 있었다.
그 구릉지는 현대에는 주로 송림과 과수원이었다가 아파트단지로 바뀌었
다. 예나 지금이나 주거지였다. 천곡동에 주거가 시작한 시기는 동천과 고 울

85. 박장식, 2000, 『철기유물의 미세조직에 나타난 고신라 철기술체계에 관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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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만이 만나는 기수역이었을 때로 추정된다. 고 울산만은 대략 3천년전 구
도심과 삼산 일대가 바다였던 지형이다. 기수역이란 불국사 쪽에서 흘러드는
동천의 민물과 고 울산만의 가장자리의 바닷물이 섞였던 곳이다. 수심이 깊
지 않고 물살이 빠른 곳은 자갈 모래가 많고 물살이 느린 그 좌우에는 개펄
을 형성했을 것이다.86)

<사진7> 동천강과 비슷한 수문을 지닌 태화강 태화들의 2009년 발굴모습. 충적층의 3m 아래에 조개껍데기가
드러나 과거의 기수역 모습을 보여준다.

이 일대의 지하를 분석한 자료가 없지만, 같은 기수역 환경을 가진 태
화강 충적지를 분석한 김정윤・황상일의 2011년 논문 「울산 태화강 하류부
Holocene 중기 이후 환경변화」를 통해 비교 검토할 수 있다. 김・황의 분석결
과를 보면 해발 –1m에 굴과 조개 껍떼기가 보인다. -0.3~1.2m 구간에는 조간
86. 이유수는 1993년 「달천철장 연구」에서 ‘삼한시대에는 달천철장 앞까지 바다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조선조 세
종때까지만 하여도 정지말들(井之末) 들판이 바다였다. 세종실록지지리 울산군 조에서 좌도병영성은 바다입
구에서 3리 떨어져 있다고 돼 있으므로 정지말들은 바다였고, 관상들(果廂)이나 마단들(麻旦)까지도 바다였
던 것이 분명하다’고 기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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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염수와 간석지에서 볼 수 있는 규조류가 관찰된다.87) 특히 해발 1~2m 층
에는 청동기 시대 무문토기들이 퇴적된 상태로 확인됐다. 이곳의 생활유적에
서 나온 목재에 대한 탄소연대측정 값은 대개 지금으로부터 2,000~3,000년
사이다. 해진해퇴에 대한 전체 상황을 살피면, 지금부터 3,000년전쯤 태화강
과 동천강은 상류에서 흘러든 토사가 고 울산만을 상당부분 메우고 있던 시
기였다.
천곡동 선사인의 유적을 추적하는 일은 유적 규모에 비해 잘게 쪼개졌
다. 이 조사의 동기는 고대제철문화를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 일대가
아파트단지로 급속히 개발되면서 시작됐다. 토지 개발의 주체와 시기에 따
라 다르게 조사됐다. 조사기관도 달랐다. 조사가 착수된 시기는 2005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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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사이였고, 조사기관은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와 울산문화재연구
원이었다.
조사구역은 ‘울산 천곡동 유적’ (가) 지역과 (나) 지역 두 개로 나뉜다. 거기
에 ‘천곡동 가재골 유적이 Ⅰ,Ⅱ,Ⅲ 구역으로 다시 나눠진다. 5개의 별도 조사
보고서가 나왔지만 공통되는 점이 많다. 먼저 가장 일찍 주거를 형성한 시기
가 청동기시대 중간쯤이다. 장소 특성은 고 울산만의 안쪽에 쑥 들어온 곳이
고 옆에는 유난히 붉은 흙이 쌓인 낮은 산이란 점이다. 천곡동 선사촌은 고
울산만이 서서히 충적되고 농업기술이 보급될 즈음에 형성됐다. 시기는 청동
기시대로 구분되지만 청동기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청
동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언덕 너머 달천광산에는 청동기의 소재가 되
는 구리가 부존돼 있었다. 근현대의 노천채굴에서 청동칼 수 천 개를 만들
수 있는 동광석이 채광됐다. 그렇지만 천곡동 선사인의 눈에 띄지 않은 것으
로 보인다.
천곡에서 10~20km 떨어진 대양을 바라보는 해안 여러 곳에서는 신석기시
대부터 주거가 형성됐다. 천곡동 선사인은 그 후예일 것이다. 후예들은 석기
87. 김정윤・황상일, 2011, 「울산 태화강 하류부 Holocene 중기 이후 환경변화」. 김과 황은 십리대밭 앞 태화들에
서 해발 4~-1m 구간을 시추했다. -0.3 ~ 1.2m 구간에서는 간석지나 기수역에서 서식하는 염수성 및 기수성
규조가 섞여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해발 0.5m에서는 sand 및 silt 층에 있는 패각류가 확인됐고. 상부 3~4m
에서는 현대 경작층이었다. 특히 해발 1~2m 층에서는 무문토기 조각과 같은 청동기시대 최적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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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익숙해 있었고 다만 농경기술은 진일보됐다.88) 선사인이 고 울산만 안쪽으
로 깊이 들어온 배경은 농경기술의 보급으로 보인다. 천곡인은 작물을 재배했
다. 구덩이를 판 반 지하식 집 가운데 불을 피웠던 곳, 즉 수혈주거 노지(竪穴
住居 爐址)에서 찾아낸 씨앗을 조사한 결과 벼∙기장∙조∙콩∙팥 등 10개의 곡식
으로 판명됐다.
신석기시대 해안촌 사람들은 탄수화물을 보충하기 위해 도토리를 먹었다.
떫은 맛을 제거하기 위해 바닷물 저장고에 담가두기도 했다. 천곡인들이 정
착한 시기는 떫은 도토리 대신 새로운 작물로 바뀌던 시기였다. 이곳에는 지
금과 달리 참나무류가 많이 서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참나무 숲은 얼마
뒤 삼한시대에 시작된 제철용 연료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천곡동 가재골 유
적’에서 나온 목재를 분석한 결과 상수리와 졸참나무가 많았다. ‘천곡동유적
나지구’의 경우 주거지에서 발굴된 목재 대부분이 참나무였다. 77곳의 분석
자료 가운데 한 곳만 소나무이고 나머지는 참나무 물푸레나무 등 활엽수였
다.89) 지금 천곡동 일대에는 소나무가 우월하게 많다. 한 때에는 참나무가 무
성했으나 제철과정에 많이 베어쓴 까닭에 다른 수종으로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나무는 ‘참’자가 붙어 ‘진목’(眞木)이라 불렸고 열량이 높아 숯을 만
드는 주요 소재였다.
이 유적에서 나온 목재를 시료로 탄소연대측정을 한 결과는 지금부터
2,500~2,900년 전을 지시했다.90) 천곡동 선사인은 한반도 남부지역이 마한
진한 변한으로 분화될 때 진한의 한 부족을 이루는 작은 단위로 편입된다.
천곡동 동편은 모래와 진흙이 쌓여가는 내만이었다. 사구와 개펄이 펼쳐졌
다. 이곳에서 두 개의 지석묘와 무문토기류가 발굴됐다.

88.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가 조사한 ‘천곡동 유적Ⅱ’ 지구가 대표적이다. 2005년 운동장 절반 크기를 조사했는
데, 집터 29개동과 182점의 토기 및 석기가 나왔다. 해발 30m 구릉에 주거가 몰려있었다. 작은 도랑을 가운
데 두고 좌우에 배치됐다. 지금은 천곡동 가재골로 불린다.
89. 박상진, 2005, 「울산 천곡동유적 수종분석결과」, 『울산천곡동유적 지구역 발굴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 문화
재센터 학술연구총서 제16집
90. 이현주(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2006, 「울산 천곡동유적Ⅱ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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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유적

2008년 천곡유적 바로 옆에서 삼한시대 채광유적이 발견됐다. 예수가 탄
생하기 100년전쯤 울산 달천에 있었던 광산유적이었다.
‘달천유적’은 달천광산 부지가 아파트・학교・도로 등이 건설되는 과정에 발굴
조사가 진행됐다. 절차가 예사롭지 않았다. 아파트 건축업체는 속이 탔겠지
만 거듭된 발굴지도위원회를 거쳤다. 지표조사와 시굴조사를 거치고 다시 보
완 발굴조사를 했다. 3차례 이어진 조사 결과 국내 유일한 고대의 채광유적
임을 확인했다.91) 이 확인 과정에 제철유적이냐 채광유적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제련소냐 광산이냐를 구별하는 것과 비슷했다. 문화재 가치를 차별
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제철유적이 확인되면 개발불가이고, 채광유적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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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었다. 2천년을 이어온 역사와 장소성에 대한
의미가 넓게 공유되지 않았다. 여러 분야에서 쉬쉬하거나 오도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달천유적’은 2003년 울산시가 기념물 제40호로 지정한 문화재명 ‘달천
철장’과 다르다. ‘달천유적’의 지번과 면적은 북구 천곡동 513-4 일원(8523
㎡)이다. ‘달천철장’은 북구 달천동 산 20-1(39,600㎡) 및 북구 천곡동 산
176(28,700㎡)이다. 이 두 구역은 닿아있다. 2003년 기념물 지정때는 제철유
적으로 추정했고, 2008년 달천유적 발굴조사때는 채광유적임을 확인했다.
채광유적이 확인된 곳은 해발 67m 경사 10도 가량인 구릉으로 검붉은 흙이
점토처럼 굳은 상태였다. 1918년 지형도에 나타난 정상부의 해발고가 100m
이므로 7부 능선에 해당된다. 이 유적은 광산이 개발되기 이전의 청동기시대
91. 달천유적 조사는 ㈜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하고 문화재위원회 의견에 따라 3차례 걸쳐 (재)울산문화재연구원이
수행했다. 조사구역은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사업부지인 울산 북구 천곡동 산 172 일대 5개 사업(도로, 녹
지, 공원, 학교・토양오염복원장) 가운데 학교신축 및 공원 부지 25,115㎡였다. 2006년 6월 시굴조사에서 기
원전 2세기 이전 삼한시대 전기 주민들이 거주한 지역으로 중국 정사에 기재된 제철관련 고고학적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다. 발굴지도위원회 의견에 따라 조사 구간을 확장해서 1개월간 추가 조사했다. 2006
년 11월 문화재위원의 현지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재청은 유구와 유물이 발견된 구릉지에 대해 원형보존 조
치를 내렸다. 2007년 1월 원형보존 구역 안에 있는 학교부지 일부에 대한 재심의 결과 2차 발굴조사를 실시
했는데, 청동기시대 및 삼한시대 유구를 확인했다. 2007년 12월에는 아파트 앞 공원예정 구릉지에 대한 토양
오염문제를 해소하겠다는 ㈜현대산업개발측 요청에 따라 3차 전면발굴조사를 했다. 2008년 11월까지 실시
한 이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주거 6동, 삼한시대 주거지 7동, 조선시대 채광유구, 근대 채광관련 철로 등을 발
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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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92)부터 광산개발이 시작된 삼한시대 채광유적93)을 비롯 B∙P근현대 유물
94)

이 겹쳐있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삼한시대 채광유적이다. 이 유

적이 형성된 시기는 여러 정황이 기원전 1세기를 지시했다. 먼저 발굴된 탄화
물에 대한 탄소연대측정이 그 시점을 지시했다. 다음으로 야요이 토기 5점,
낙랑계토기 1점도 출토돼 그 시기를 뒷받침 했다. 이것은 후한서 등 중국 사
서의 내용을 방증하는 자료이기도 했다.
이 유적에 주목하는 것은 고대의 광물발견의 일반적 경로에 부합되기 때문
이다. 깊게 팔 수 없던 시기에 광물을 처음 발견하는 곳은 땅의 표면이다. 땅
이거나 암석에서 표시를 본다. 땅 거죽에 드러나 이슬을 맞는 암석 즉, 노두(

92. 청동기주거지에서는 무문토기와 돌도끼 등이 나왔다. 이 유물들은 바로 옆 천곡동 청동기유적과 동일 선상에
있다. 이 주거지 가운데 한 곳에서 나온 탄화물 시료에 대해 탄소연대를 측정한 결과 B.P 2800년 전후로 측
정됐다. 따라서 이 구역에서 활동한 주역은 청동기시대인이다. 7동의 삼한시대 주거지는 채광과 관련있는 별
단의 종사자들일 가능성이 있다. 제철이 활발했던 삼한시대 사람들이 거주한 유적은 이 유적과 이어있는 상
안마을에 집중돼 있다.
93. 울산문화재연구원이 2010년 발간한 『울산달천유적 3차 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채광장은 해발 64~65m
에서 길이 25m 너비 20m 최대 깊이 0.5m인데 경사면을 따라 바닥에 심한 요철이 발견됐다. 또 채광갱은 해
발 63~65m에서 원형의 구덩이가 확인됐으며 직경이 4~5m이며 깊이는 2m 안팎이다. 이 구덩이 상부에서
많은 논의를 불러온 야요이(彌生)토기 아가리 조각(5.9㎝)이 발견됐다. 발견된 다른 토기들은 기원전 1세기 중
엽에서 기원 전후 무렵에 해당된다. 달천유적에서는 모두 5점의 왜국(倭國) 야요이토기가 발견됐다.
94. 위의 보고서 p.133 ‘선로’(線路) 부분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해발 65~67m 선상에는 등고선을 따라 짧은 선로
가 호상으로 연결돼 있다. 선로의 바닥에는 통나무를 쪼개 받친 침목과 레일 흔적이 확인됐다. 침목흔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24~30㎝이고 레일 간격은 76㎝로 협궤에 속한다. 광차 바퀴와 레일 고정 핀 등이 출토됐다.
보고서는 선로・광차에 대해 당시 달천광산 근무자였던 심강보의 사진작품집과 전언을 토대로 주석을 붙였다.
심강보는 2006년 펴낸 사진작품집 『한국철기문화는 달천철장에서 부터』에서 1906년 4월 일본인에 의해 철
광석을 캘 시기에 근무한 북구 달천동 이춘문씨(2001.8.20. 향년 83세) 전언을 기록했는데 다음과 같다. ‘당
시 경주시 화산탄광(갈탄채굴)에서 기능공으로 일하다가 일본인에 차출되어온 곳이 달천이었다. 광석운반은
협궤레일을 설치, 가시랑차(카바이트로 운행하는 광차)로 천곡 가재골을 거쳐 부엉디미. 상안들 앞 동천강을
건너 호계역 및 장생포 부두까지 운송하여 일본으로 운송했다.’
이 전언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레일 설치에 참가한 윤석원의 견해는 다르다. 윤의 견해는 다음과 같 다. ‘당시
발굴조사를 지켜보면서 내가 참석해 만들었던 시설을 발굴하는 것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광 차의 바퀴 하나
가 발굴됐을 때 ’어, 우리가 쓰던 차륜도 나오네‘라고 말했지만 발굴단 모두 흘려듣는 것 같았다. 둥근 침목을
놓았던 자리를 파내는 것이 신기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것을 일제 때 철로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다.
그 시각은 잘못됐다. 나는 그 궤도 제작에 직접 참가했기 때문에 실체를 안다. 그 궤도를 만든 시기는 1965년
가을이었다. 채광부서에 소속된 나를 포함한 세 명이 그 작업에 참여했다. 조동춘씨라고 당시 50대였던 궤도
공이 인솔했다. 일종의 실습이었다. 해발 60m 지점에 괴광(철광석 덩어리)이 무더기로 흐트려져 있었다. 이
것을 실어서 선광장에 보내는 궤도 를 50m쯤 개설하는 일이었다. 제재소에서 직경 20cm 가량의 육송을 세
로로 잘라주면 땅을 판뒤 둥 근 면을 완전히 묻고 평평한 윗면에 레일을 깔았다. 레일은 두 가닥인데, 한 가닥
은 빈 광차를 비켜 세우기 위해서였다. 궤도 구간은 90cm 였고 침목은 1m 간격으로 기억한다. 실습용 궤도는
두달 정 도 운영하고 철거했다. 당시의 궤도와 광차는 다른 채광지로 옮겨서 재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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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2006년 울산문화재연구원이 달천광산 구역 안
에서 처음 발굴조사한 뒤 현장 설명회를 하는 모습.

<사진9> 달천광산에서 발굴된 토기편. 야요이식과 낙랑
계 토기가 나와 광산개발의 시기와 교역의 범위를 짐작케
했다.

露頭)를 보고 광석을 판별하고 광상을 해석한다.
달천광산에서의 철광석 노두는 풍화된 철가루가 황토와 섞인 토철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추정된다. 긴 세월 풍화된 돌은 흙과 자갈로 흘러내렸다. 풍화
에 견뎌 산 꼭대기에 남아있는 모암 즉 토르(Tor)가 보이지 않는다.
달천광산의 주변 산은 광체가 원형인 광산을 둘러싸고 있다. 서쪽은 화강
암, 북쪽은 퇴적암이 강화된 혼펠스, 동쪽은 사문암이다. 남쪽은 낮은 지대로
열려있다. 따라서 사방에서 두드러진 노두를 보이지 않는다. 모두 풍화돼 낮
고 부드러운 지형이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풍화가 빠른 석회암과 철광석이 섞
인 달천광산 그 자체는 훨씬 낮은 지형이었을 것이다.
고대의 토철 발견자들은 검붉은 흙을 보고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감각으
로 이해했을 것이다. 다른 흙덩이 보다 무겁다는 것과 검은 철광석 알갱이들
이 윤기가 나는 특징을 알았을 것이다. 비가 온 뒤 풍화가 덜된 몽돌같은 철
광석 뭉치가 드러나면 그 차별성이 더욱 확연히 파악됐을 것이다. 이것이 달
천광산이 천고의 가치를 드러낸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처음 본 주
인공이 호공(瓠公)이거나 석탈해 집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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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든 철광석 가루와 인간이 처음 대면한 장소가 달천 옆 달산 구릉일 수
있고 구릉과 구릉 사이 작은 골짜기일 수 있다. 만약 그 장소가 달천광산의
정상부였다면, 그 정상부는 채광을 위해 상당 부분 파여나갔고, 따라서 지형
이 변형됐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2천년 전 지형을 짐작할 근거로는 남아있
는 주변의 산세와 기록으로 남은 지형도이다. 이 두가지 요소를 참작했을 때
정상부가 극단적으로 높았거나 낮았다고 볼 수 없다. 산세는 지질과 지형변
천을 감안하면 개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화강암과 혼펠스 보다 특별히 높
았을 이유는 없다. 상대적으로 물에 작 녹은 석회암과 철광석이 혼재된 광산
그 자체가 빨리 풍화됐다고 볼 수 있다.
또 1600년대에 그린 구충당의 ‘철산도’는 당시의 지형을 압축해 보여준다.
달천광산 주변은 구릉이 둘러싸고 가운데 작은 지맥들이 있으며 그 사이에
낮은 지대가 형성돼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 광산개발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재래식 채광도구로는 산체의 모습을 크게 변형시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추정
할 수 있다. 그리고 근대 지도작업이 적용된 1918년 지형도나 1970년 지형도
에도 큰 변형이 없다. 해발고도가 100m 안팎이었다. 다만 2010년 이후 제작
된 지형도는 오랜 지형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산이 없어지고 건축물과 평탄
지가 들어섰다.
6) 토양오염조사단이 본 지형
2003년 5월부터 약 1년간 농업기반공사와 동의과학대학이 함께 달천광산
부지를 조사했다. 달천광산이 폐업한 뒤 마지막 남은 모습이었다. 조사의 명
칭은 ‘울산광역시 달천광산부지 토양오염정밀조사’였고 시행기관은 광산부지
에 아파트를 건립하던 현대산업개발(주)였다. 먼저 지형부분을 개관했는데,
비교적 상세하다.
대체로 100m 이내의 낮은 구릉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북측 표고가 높고
(북서쪽 최고 122m) 남쪽으로 낮아지는 지형구배를 이루고 있다. 부지 바
깥 남쪽으로 상안천, 북쪽으로 천곡천이 남동방향으로 사행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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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내에는 상시 흐르는 수계는 없으며 강우시 부지 서쪽 경계의 낮은 지
형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 상안천에 유입된다. 주요 부지 구성은
북쪽 산림지역, 중앙의 철광석 채굴지역, 부지 서쪽과 남쪽의 철광석 광미
침전지, 그리고 사문석 채굴적 등으로 구성된다. 부지 중앙의 철광석 채굴
지역은 노천채굴(깊이 약 50m) 후 외부토양을 반입하여 채굴적을 되메움
하여 평탄화되었으며, 부지 내에서는 과거 사용하던 건물 이외에는 잡목이
우거진 나대지로 남아있다. 주 오염원인 철광석 광미는 선광과정에서 미
세분쇄・자력선별 후 부지내 광미 침전지에 매립되었으며, 현재는 복토되어
광미가 표토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 사문석 채굴적은 지표로부터 지하 약
20m까지 노천채굴하여 현재는 대규모 분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강우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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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표수가 저류되어 있다.

위의 지형설명은 깔끔하다. 특히 300여년전 구충당이 새긴 ‘철산도’를 해설
한 것처럼 느껴진다. 북쪽의 산림지역, 중앙의 철광석 채굴지역, 서남쪽의 침
전지, 남쪽의 상안천 등이 그림처럼 반듯하게 나타난다. 사문석 채굴장이 추
가된 것만 다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중엽이나 현대의 달천광산 모습은 큰 차이가 없는 것
으로 간주될 수 있다. 노천채굴장을 되메움했거나 사문석 채굴장이 지하

<사진10> 한국농촌공사 안흥일 등이 「울산 달천광산 부지 환경조사결과 및 복원방안」에서 제시한 토양 중의 중금속
분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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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파내려간 것은 광산의 면모를 크게 바꾼 것이라 할 수 없다. 큰 형체는
그대로였다. 다만 땅 속의 지하갱도와 채굴장이 특별한 변형을 가져왔던 것이
다. 그러나 그것도 지하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바깥에서는 평할 수 없었다. 지
질특성을 간추렸는데 다음과 같다.
달천광산 주변지질은 경상누층군의 울산층으로 분류된 퇴적암에 연대가
약 5,800만년으로 측정된 화강암이 관입되었고, 후기의 관입암인 사문암
과 석회암이 부지 중앙부에 분포하며, 철광석 광화대 및 충적층으로 구성
되어 있다. 달천광산의 주요 지질인 철광석은 달천광산 부지내에 국한하여
분포하고 있으며, 석회암 분포지역 안쪽에서 산출되고 있다. 사문암은 부지
남측에 분포하고 있으며, 니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사문암은 석회암 주
위에 타원형으로 분포하고 대체로 암회색 내지 암흑색을 띠며 풍화면은 회
백색을 보인다.
석회암은 울산광상의 모암으로 백색 내지 담회색을 띠며, 층 두께는
300m의 소규모 타원상이다. 화강암은 광산의 북동쪽을 제외한 지역에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 달천광산 인근의 울산단층, 양산단층의 방향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철광석은 타원형의 주상(柱狀)광체로 장경 80~100m 단경
30~50m, 광체 두께는 7~50m 정도이며 시추탐광으로 359m까지 광체발
달이 확인되었다. 이 철광체는 석회암에 불국사통 흑운모화강암이 관입되
어 관입접촉작용에 의해 함자철광 스카른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
다. 철광석 광화대는 타원형의 석회암 내에 분포하며, 주요광물은 자철석
회중석 유비철석 등이다.

이 보고서의 지질특성 해설은 매우 띄엄띄엄 짜집어져 있다. 중복된 것을
삭제했고, 맥락이 어긋난 것은 바로잡았다. 그리고 지형을 파악하는데 필요
한 부분을 취하고 토양오염에 관한 부분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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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산인 윤석원이 37년간 본 모습
1965년 윤석원은 2천년 내력을 간직한 이곳에 왔다. 그가 왔을 때 달천산
의 중심 부분이 조금 파여진 상태였다. 수백년 넘게 토철을 긁어냈지만 파인
부분은 산 전체에 비해 크지 않았다. 곡괭이나 삽으로 파낸 한계였다. 그가
도착한 그때까지만 해도 산의 형체가 크게 변형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가 기
억하는 산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달천산의 원형에 가장 가
까웠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학년 때 실습생으로 왔다가 1967년 2월부터 상공부 직
할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울산광업소 생산과 채광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
다. 그로부터 37년 뒤 2002년 11월 그 자신이 이 철장의 폐업신고서를 동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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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무서에 제출했다. 이 신고서 처리는 무려 2천년 연륜의 사업장이 종식을
고하는 엄중한 행위였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95) 제철사의 의미가 부각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였고, 달천철장은 그때까지 공론장에서 올려지지
않았다.
그는 처음 입사해서 측량반에 소속됐다. 선임 측량기사를 도와 폴대를 잡
는 보조역이었다. 따라서 달천철장의 지질과 지형을 세심하게 볼 수 있었다.
그는 학교의 주선으로 대한철광 실습통지를 받은 그해 여름 기차를 타고 울
산 북구 호계역에서 내렸다. 대전의 충남공업고등학교 광산과 졸업반 동료 8
명과 함께였다. 인솔 교사가 있었다. 동료들은 나중에 하나 둘씩 떠났고 그
만 마지막까지 남았다.
95. 이남규는 2018년 중원문화재연구소 국제학술세미나 ‘최신 동북아시아 고대 제철유적의 발굴성과와 그 의의’
에서 다음과 같은 요지를 발표했다.
“1980년 포항제철의 지원으로 윤동석・신경환.이남규가 철기에 대한 금속공학적 분석으로 남한지역 제철사가
시작됐다. 초기철기시대, 백제, 가야, 통일신라의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연구보고서가 속속 출간되고(윤동
석 외 1981・1985・1986・1988) 개별적 논고도 발표되면서(이남규 1982) 새 지평이 열렸다. 그럼에도 고고학적
경험과 금속공학적 지식을 겸비한 국내 연구자가 드물다 보니 졸속 발굴되고 있다. 거의 모두 개발압력에 밀려
시간과 재정에 여유를 갖지 못했다. 문화재청과 고고학자들 전체의 반성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발표문 등을 참고하면 달천철장을 소홀하게 다룬 배경을 이해하게 된다. 울산 달천철장 유적에 자극을
준 것은 1990년 본격발굴된 경주 황성동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 발굴된 철의 주성분은 달천철장 철성분과 같
았다. 이 발굴로 원삼국시대의 집단공방과 주조괭이를 대량생산했던 주조공방 유적이 다수 확인됐으며, 1993
년부터 제철사 전공자가 주도적으로 발굴하면서 연구가 활발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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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상안천 건너편에서 바라본 광산 전경. 가장 오른쪽 87번이 사택, 88번은 물탱크, 89번 공급소, 먼 배경은 동
대산맥이다.

호계역에 도착한 날 달천광산에서 온 트럭을 타고 지나가는 광업소 도로
(호계~달천) 주변은 한산했다. 도로는 포장되지 않았다. 사방은 논밭이었고,
취락이 드문드문 있었다. 3년전 울산임해공업도시 선포식이 있었지만 아직
시골티를 벗지 못했다.
“1965년 7월 5일 새벽 대전역에서 출발해 울산 호계역에 도착했다. 조금
기다리니 광업소 트럭이 와서 우리를 태웠다. 강을 건너 비포장길을 얼마
쯤 가서 작은 목조건물 앞에 내렸다. 그것이 임시 사무실이었는데 나중에
구내 병원과 시료분석실로 사용된 곳이었다.”<尹

일행이 도착한 곳은 농서초등학교(농소읍 서쪽에 있는 학교) 앞이었다. 지
명은 ‘쇠곳’이었다. 촌스럽지만 유서 깊은 지명이란 것을 한참 뒤에 알게됐다.
야장(冶匠)을 뜻하는 ‘대장장이’처럼 철장(鐵場)을 뜻하는 ‘쇠곳’도 토착어였다.
쇠곳에는 한때 하늘이 준 선물인 철96)을 생산・거래하는 온갖 시설들이 있
었을 것이다. 토철을 파고 배분하는 광산업주, 돈을 대주는 전주, 토철을 실

96. M.엘리아데는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1999, 이재실 역, 문학동네)에서 “고대인이 철을 처음 만난 것은 하늘
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다. 철은 하늘의 선물이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철을 만드는 존재는 하늘에서 보내온
신성한 사람으로 인정되었다. 새 광맥을 찾아내고, 고온을 조작하며, 용광로를 제작하며, 터지지 않는 쇠뚝을
만드는 존재는 신・영웅・대왕의 격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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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를 지게꾼과 말과 소, 이들에게 먹을 거리를 파는 주막 등 온갖 산업주
체들이 북적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운송산업이 가장 번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통 흙보다 훨씬 무거운 토철을 거의 40km 떨어진 곳까지 실어날
랐다.97) 붉은 철광석 가루를 실은 지게꾼과 달구지가 득실거렸을 것이다.
“달천철장에 근무하면서 나중에 지게꾼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를 한 촌로
에게 들었다. ‘가볍게 담고 늦게 떠난 지게꾼이 돈을 가장 많이 번다’는 얘
기였다. 무거운 토철을 지고 가다가 지쳐서 조금씩 내려 놓으면, 가볍게 짐
을 얹고 늦게 출발한 지게꾼이 버려진 토철을 쓸어담아 간다는 우스개였
다. 당시에 도착불 운임료라면 그럴 수도 있으리란 추정이 된다.”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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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도 2천년이란 긴 시간 속에 몇 번의 흥망성쇠가 교차됐다. 신라-고
려-조선 각 시대 마다 철기생산의 중흥과 쇠락98)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토철은 철광과 잡흙이 섞여 있었다. 철광가루만 걸러낼 필요가 있었다. 따라
서 과거의 선광작업 역시 이곳에서 이뤄졌을 것이다. 선광된 철광가루를 멀
리까지 실어나르게 된 까닭은 쇳가루를 녹이는데 필요한 연료의 공급때문이
었다. 연료는 주로 참나무 숯인데, 토철이 생산되는 달천 인근의 참나무는 귀
해진지 오래였다. 토철을 녹여 쇠를 만들기 위해 참나무와 물이 겸비된 산골
짜기로 옮겨갔다. 치술령・고헌산・운문산 골짜기들이 대상이었다. 따라서 수송
거리는 운문산 고개 너머 청도까지 이르렀다. 쇠곳을 기점으로 치술령・운문
재 방향으로 길이 났고, 또 동대산・토함산 쪽으로 길이 났다. 1965년 천곡 방
향의 길이 나면서 삼거리가 됐다. 그 삼거리는 2020년 현재도 남아있지만, 주
변의 도로 선형과 폭이 많이 변했다.

97. 권병탁은 1972년 간행한 『한국경제사특수연구』. “달천~운문사간 100리길의 운반경로는 달천리 쇠곳에서 진
득골고개를 넘어 범서면 용연동-두동면 천전리-언양면 점마을-송락골-차물내기-궁근정-운문고개-점텃골
이다. 연변 농민은 농한기를 이용해 마소에 토철을 싣고 보통 2~3일에 한번 왕복했다. 오고 가는 중간에 자기
집에서 하루 밤 잠을 자기도 했다.”
98. 제철산업은 조정의 정책에 따라 철장제, 철장도회제, 각읍채납제 등으로 바뀌었다.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을
때는 활발했고, 세금처럼 쥐어 짤때는 쇠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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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곳은 제철산업의 중심이자 물류거점이었다. 한 때 번성했던 곳이지만
1960년대는 작고 한적한 촌이었다. 5・16혁명정부가 제철중흥 꿈을 펴면서 국
영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본래 이름에서 ‘개발’을 첨가한 달천철장의 새로운
사업체 이름)가 다시 문을 열었다. 그 회사의 사무실은 쇠곳의 작은 숲 속에
있었다. ‘쇠곳’마을에 도착한 충남공고 광산과 학생들이 달천철장 인근 민가
에서 여장을 풀었다. 대한철광은 국영기업이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사택이 없
었다. 민가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했다. 학생 9명은 3개조로 나뉘어 방을
배정받았다. 이불과 옷가지 그리고 한 두 권의 책을 넣은 보따리를 풀고 그렇
게 첫날을 지냈다.
“실습을 시작한 1965년에는 국영회사인 대한철광개발(주)의 사택이 없었
다. 사택은 1965년 가을 울산 시내에 20동을 건립하기 시작해서 이듬해
입주했다. 위치는 울산 중구 복산동 울산고등학교 앞쪽 능선이었다. 주임∙
계장∙과장 등이 입주했고 공영버스를 임대해 출퇴근했으니 대우가 좋은 편
이었다. 일반 직원은 광산 인근 달천∙호계∙천곡의 민가에 주로 한칸짜리 월
세를 살았다. 또 나중에 알았는데, 대한철광은 울산시 산재보험 가입 제1호
사업장이었다. 그래선지 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에 자부심이 있었다.
힘들었지만 현장에는 활기가 있었다. 농사일을 제외하고 공장이나 회사에
취업하기 힘든 시절이기도 했지만, 국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이 있었
다. 실습생이 받은 월급이 3천원이었다. 쌀 한 가마가 1800원 하던 때였다.
정직원이 되니 월 1만원을 조금 넘었다. 간부급 급여는 학교 교원들의 2~3
배에 달했다. 울산시내에 회사제복을 입고 나가면 대우가 좋았다. 미혼 근
무자들은 좋은 신랑감이었다. 현장 근로자들은 호계장날이면 장화를 신고
나가 광업소에 다니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다. 외상이 쉬웠다.”<尹

다음날 모두 울산 중앙시장에 가서 작업복과 장화를 마련했다. 내일부터
는 본격 실습에 들어가야 했다. 그는 다음날 사무실 인근을 둘러봤다. 가까
운 곳에 시내가 흐르고 대숲이 뻗어있었다. 그 너머에 벼논이 펼쳐졌다. 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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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전체 모습이 가볍게 눈에 들어왔다. 그때는 달천산의 전통적 의미나 가
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달천철장의 가치는 그로부터 30년쯤 뒤에야 부각됐
다. 울산에서 이름난 향토사학자인 이유수 선생 조차도 ‘달천철장’에 주목해
글을 쓴 시기가 1995년이었다. 그러니 1960년대 고교졸업생 눈에 달천철장의
역사적 의미가 새겨졌을 까닭이 없었다. 그가 기억하는 광업현장의 전체 모
습은 단순했다. 토철을 파내는 굴삭기와 옮기는 컨베어벨트같은 신식 기기는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 삽으로 파고 어랭이로 나르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흙
과 철광석을 분류할 때 쓴 흙물이 상안천에 그대로 흘러들었다.
“철광석을 세척한 물에는 미세한 가루가 많았다. 광물 찌꺼기 즉 광미(鑛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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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 물이 상안천을 따라 동천강까지 흘러가면서 주변의 논에 진흙을 쌓
이게 했다. 농민들이 이에 항의하자 광업소가 그 논을 모두 사들였다. 그리
고 1966년쯤 광업소 안에 커다란 침전조를 설치했다. 그러자 농민들이 다시
논을 되팔아달라고 요청했고 광업소는 그에 응해줬다.”<尹

충남공고 실습생들은 남녀 혼성으로 편성된 작업조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
다. 배치된 일은 철광석 채취작업이었다. 5~6명으로 된 작업조가 철분이 함
유된 분광을 걷어 모았다. 이렇게 모은 분광을 광차에 싣고 궤도를 따라 벨
트식 습식 자선기에 운반하는 일이었다.
“수습기간 관리자들이 잘 배려해줬다. 현장근로자들도 친절히 대해줬다. 멀
리 대전에서 왔다고 격려하는 분위기였다. 도회지에서 성장한 동료들은 힘
들어했다. 나는 부여의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흙 일이 어렵지 않았다. 상
급자들의 관심 속에 일을 배워나가는 즐거움이 쌓여갔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尹

그가 정규직으로 취업한 1967년부터는 착암기 작업으로 달천철장 모습이
두드러지게 바뀌던 시기였다. 괭이로 파고 지게로 날랐던 지난 2천년보다 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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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1> 달천광산의 2002년 모습(상)과 2020년 모습 모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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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빠른 속도로 달천산의 모습을 바꾸고 있었다. 충남공고 실습생들이 업무
에 좀 익숙해졌을 때 본 풍경 가운데 압권은 붉은 흙이었다. 산은 온통 철가
루와 황토 등이 쌓여 있었다. 흙색깔은 검붉었다. 바로 옆의 야산의 희끗한
흙과 달랐다. 당시는 이 흙을 토철이라 부르지도 않았다. 그냥 표토 철광이
었다. 토철이란 개념은 1990년대 중반 달천철장의 고고역사적 가치가 부각되
면서 불리어진 이름이었다. 그들은 우선 붉은 흙과 한동안 씨름하게 되지만,
머지않아 옥색같이 부드럽고 소금처럼 흰 암석99)을 진저리 나게 많이 만나게
된다. 산이 작기 때문에 발달된 계곡도 없었다. 쇠부리터도 없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다시말해 달천철장에는 철광석만 캤고 제련소는 없었다는 추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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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철장 서남쪽에 예사롭지 않은 습지가 있었다. 지금 현대아이파크 2・3
차 아파트가 들어선 자리다. 그곳이 고대에 토철을 세척한 곳이라고 생각했
다. 지적도에는 그곳이 유지(留池)라 표기돼 있었고, 실제 1966년에는 습지
식물이 자랐다. 또 구충당 문집에 그려진 ‘철산도’에는 달천산 서쪽에 골짜
기 형상이 있고, 세철지(洗鐵池)라고 표기돼 있는 점을 감안할 수 있다.”<尹

산의 남쪽에 하천이 흘렀다. 주변의 산자락에서 흘러든 물이었다. 지금의
상안천이다. 그리고 동쪽에 큰 하천이 흘렀다. 경주 토함산 쪽에서 흘러든 물
이었다. 지금의 동천강이다. 달천산 좌우에 풍부한 물이 있었던 것은 채광과
선광 작업에 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했다. 동천강과 상안천이 합쳐지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바닷물이 들락거렸을 가능성이 크다. 즉 옛날 울산 내만의
가장자리라는 것이다. 조화룡(1985)의 태화강 하류 충적평야의 지형발달 연
구와 황상일(2000)의 고대 울산만 충적지 연구를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바닷길이 가까이 있는 것은 무거운 쇠의 유통에 요긴한 입지로 작용할 것이
었다.
99. 석회암과 방해석 등이다. 석회암은 영남 지방에는 이곳 말고는 발견되지 않는다. 바다에서 퇴적되는 이 암석
이 달천에서 발견되는 것은 지질학계의 수수께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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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탈해가 이곳에 철이란 신소재를 개발하기 훨씬 전에도 이곳에 사람이 살
았다. 상안천과 동천강이 만나는 지점에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수렵어로인이
살았던 흔적을 남겼다. 오늘날 ‘상안리 지석묘’라고 부르는 유적이다.
그는 이 일에 흥미를 붙일 무렵 퇴직서를 내고 입대했다. 군 복무를 마치
고 복직하지 않았다. 입대할 무렵 달천광산의 지속기간이 10년을 넘지 않을
것이란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서울 구로공단의 유망업체에서 일
할 즈음 울산에 다시 오라는 연락을 받고 달천철장에 복귀했다.
“1973년 연말에 여동생이 미안하다며 편지 두 통을 건네줬다. 달천철장에
서 온 편지인데 부모님 부탁으로 감춰뒀다고 했다. 입대 전에 함께 일했던
채광계장이 소장으로 진급해서 보내온 편지였다. 내용은 수직갱도를 개설
하기 시작했으니 함께 일하며 측량을 맡아달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도 그
런 내용이었다. 편지를 열어본 부모님이 광산에 일하는 것을 걱정했고, 그
래서 편지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장남이다. 두 번째 편지에서도
함께 일하자는 권유가 있자 그때야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
다. 나는 달천광산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다. 아내도 달천광산 이웃동네인
천곡마을 사람이다.”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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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5

삼한(三韓)에서
대한(大韓)까지 노천광산
1) 한반도 유일한 토철광산의 강점
2) 고대의 철광석 수요와 공급
3) 60년대 전국 철광생산 3위

검붉은 흙은 자극적이다. 혈액 속의 철분이 출렁거리듯 마음을 끌어당긴
다. 붉은 흙은 산화된 철의 흔적이다. 이것을 토철이라 부른다. 토철을 긁어
모아 환원시키면 신선한 철100)이 된다. 달천광산의 힘과 혼은 토철에 스며있
다. 토철이 산업적으로 쓸만큼 쌓인 곳은 한반도에서 울산 달천 뿐이다. 포
항제철이 호주와 브라질의 노천광에서 수입하는 검붉은 철광석과 같다. 땅을
파듯 그냥 철광석 함량이 높은 흙을 판다. 달천의 노천광상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그 특이성이 주목됐다.
제철유적을 30년간 탐구한 권병탁은 ‘고대사회에서 아무리 철을 많이 함유
했더라도 그것이 괴광석=철광석이었다면 당시 유치했던 생산 수단과 방법으
로는 채광 자체가 불가능했다. 철광석을 쉽게 채집할 천혜적 조건을 가진 광
산은 한반도 남부지역서는 달천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101)이
남규는 ‘노두(露頭)에서 토철의 채취가 가능한 달천광산의 존재’에 대해 특별
히 주목했다.102) 즉 노천에 널려있는 토철을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이점을 보
았다. 김권일 역시 국내에서 대규모 채광유적은 달천철장이 유일하다는 것을

100. 철의 기원과 지구에서 처음 사용하게 된 과정에 대해 한국철강협회는 ‘100문100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설
명한다. ‘최초의 철은 우주의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으로 만들어졌다. 빅뱅 이후 초기에는 철이 존재
하지 않았지만, 모든 원소들이 가장 안정적인 상태로 변환하기 위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원소들은 지속적인
핵융합, 핵분열의 과정을 거쳐 우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원소인 철로 변환되었다.그러나, 철이 생성되려면 높
은 온도와 높은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초신성이 폭발할 때에만 비로소 철이 만
들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성된 철이 지구에서 어떻게 처음 사용되게 되었을까? 이에 대한 학자
들의 몇 가지 설이 있다.
첫째는 청동의 원료인 황동석(Cu₂Fe₂S₄) 대신 비슷한 색깔의 적철석을 잘못 채취하여, 제련(製鍊)하게 되면
서 철을 알게 되었다는 채광착오설이다. 둘째는 지표에 나타난 철광석이 산불에 녹아버려 철을 알게 되었다
는 설이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철을 발견했다는 설로, 실제로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 중
에는 철 성분을 많이 담고 있는 운석이 많은데, 이를 ‘운철’이라고 부른다. 이 세 가지 설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설은 바로 채광착오설이다. 옛 문헌과 발굴된 유적에 의하면 인류가 처음으로 철을 사용
한 것은 기원전 4천년경 소아시아 지역에서 였다고 한다. 그리고 기원전 3천년 무렵에는 메소포타미아와 이
집트 지역까지 철을 제련(製鍊)하는 기술이 알려졌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후 철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기원전 8세기 경이었는데, 당시에는 절반쯤 녹은 철을 두드려 물건을 만드는 단철(鍛鐵) 기법이 주를
이루었고, 유럽에서는 14세기에 이르러서야 주물(鑄物)을 사용하는 주철(鑄鐵) 작업이 시작되었다. 한편 중
국에서는 춘추시대(기원전 7~5세기경)이후 단조철기와 거의 동시에 주조철기가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기 시
작하였고, 이러한 중국의 철기 주조기술은 유럽에 비해 무려 2천년이나 앞서는 것으로 전해진다.‘
101. 권병탁, 2004, 『한국산업사 연구』, 「제2장 남한의 철기사용 시기문제」
102. 이남규, 2012, 「고려시대 제철유적 조사 연구의 현황과 철 생산기술」, 『한반도 고대 제철문화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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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다.103) 신종환도 조선시대에 사철이나 석철에 의존한 사례를 들었지만
토철의 탁월성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104)
달천에 토철광상이 깔린 배경에는 지각을 뚫는 힘과 수천만년이란 시간이
작용했다. 달천광산 토철채광이 광구 안의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
행돼 왔는지를 알아본다. 또 달천광산의 토철로 인해 생산되는 철광석의 규
모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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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검붉은 흙이 두드러진 달천광산 전경. 검븕은 토양은 철이 풍화된 가루가 흙에 많이 함유됐기 때문이다. 아파
트 및 학교 시설이 들어서기 시작한 2006년의 모습이다.

1) 한반도 유일한 토철광산의 강점
토철을 캔 가장 가까운 시기는 1965년부터 1966년까지였다. 이때 토철이라
함은 철광석이 풍화돼 입자상태로 흙과 섞였거나 쉽게 분리되는 상태다. 발
파작업을 많이 하지 않고 파낼 수 있는 깊이는 10~30m였다. 지표면에 가까
103. 김권일, 2012, 「한반도 고대 제철문화의 검토」, 『한반도의 제철유적 종합보고서』
104. 신종환은 2012년 『한반도 고대 제철문화의 검토』에 실은 「조선시대의 제철문화」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조선시대 전기에 개발된 철광은 산지의 암석 중에서 채굴하는 석철광 보다 해변이나 하천변의 모래에서 채
취하는 사철광이 더 많았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보이는 바와 같이 사철광산이 21개 읍인데 비하여 석철광
산은 15개 읍에 불과하다. 사철광산은 석철광산에 비해 채굴이 용이하기 때문에 철장도회도 대부분 사철광
산이 있는 곳에 개설되었다. 따라서 부역농민들은 대부분 하천변이나 해변에서 사철을 채취하는 작업에 종
사하였으며, 한사람이 하루에 6말(斗) 가량의 모래를 물채질(淘沙)한 것으로 추정된다.(『세종실록(世宗實
錄)』105, 세종 26년 7월 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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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수록 풍화가 많이 되었고 산화로 인한 색깔이 짙었다.
달천광산이 1961년 6월부터 1년간 시추한 자료에는 모암의 위쪽 ‘덮은
층’(Over burden) 두께가 10~30m로 나타나 있다. ‘덮은층’이란 암석의 상부
를 덮고 있는 풍화.충적된 층이다. 주로 모암의 광석이 풍화된 흙더미다. 이
광산의 ‘덮은층’에는 철광석이 다량 섞여 있었다. 이 흙더미 아래 20m 깊이에
는 자철광을 40% 이상 함유한 고품위 층이 10~20m 두께로 분포해 있었다.
1968년 상공부 국립지질조사원 지질부 광상과(鑛床課) 황인전 연구원이
작성한 ‘울산철광산보고서’105)는 이 시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 보고서에 따
르면 ‘덮은층’의 철 함유율은 20% 내외였다. 전체 지형은 해발 70m 내외의
구릉지를 형성했고, 풍화된 흙이 두껍게 덮고있어 노출된 바위를 거의 볼 수
없었다.
일부 지역에는 사문암이 노두를 조금 드러내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오래
전 노천채굴로 동서 폭 70m, 남북 길이 170m의 타원형으로 채굴한 흔적이
있었다. 그 주변에는 몇 개의 갱도106)가 있었는데 입구는 붕괴돼 있었다.
황 연구원이 그린 모습은 달천철장이 해방과 한국동란을 거친 뒤 남아있

105. 황인전 연구원의 보고서는 1964년 이전의 달천철장 상황을 정리했는데 첫 장 연혁에서 ‘본 광산은 시대미상
이나 과거에 노천채굴 흔적이 크게 남아 있으며 일인(日人) 기사에 의해 조사가 돼 있다’고 기술했다. 여기에
기술된 일인 기사는 입암(立巖)으로 추정된다. 강점기 한국에서 지질조사를 했던 입암은 나중에 일본의 지
질학회 회장이 된 뒤에도 달천철장의 지질 특이성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또 이 연혁에서는 달천철장이 근
대식 광산으로 처음 등록된 것과 소유권 변화를 기재했다.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광산이 처음으로 등록된 것은 1906년 4월 17일로서 등록번호 80호이며 등록자는 중촌준송(中村俊松)
외 한 사람으로 필하였다. 그 뒤 1939년 이영조(李永兆)가 공동명의로 추가 등록했다가 1943년이영조와 경
주광업주식회사가 공동관리했다. 다시 1956년 유재숙・신양정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2차대전 전후에 약
1만여톤의 철광석을 수출한 바 있다고 하나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며 현재 휴광 상태에 있어 시설은 남아있
지 않다.’
여기서 소유권이 일인에게 넘어간 경위는 2006년 울산 북구문화원의 『쇠부리 특집』 가운데 「구충당 일생과
달천철장 보존방안」(장성운)에 간략히 수록돼 있다. 이 기록은 ‘17세기 중엽 유서 깊은 달내쇠곳을 부흥시킨
구충당 이의립 후손들이 273년간 철산을 운영하다가 일제 통감부가 나카무라(中村) 에게 넘기면서 약탈당
했다’는 요지다.
106. 갱도의 숫자가 2개라는 주장과 4개라는 보고서가 있다. 60년대 중반에 노천채광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자기
들이 본 것은 2개라고 주장한다. 일제 강점기때 만든 채굴갱도라고 했다. 반면에 대한철광주식회사가 초기
에 작성한 현장보고서에는 4개 갱이 있는 것으로 기재했다. 4개의 갱의 존재 유무는 2003년 작성한 ‘울산
시 기념물 제 40호’ 지정 조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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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개략적 상황이었다.107) 즉 이 형태는 현재의 달천 주변 낮은 구릉지와 비
슷했다. 다만 타원형으로 파인 부분이 두드러졌다. ‘덮은층’은 철광 함유율이
낮았지만 고대의 제철영웅을 유혹했던 붉은 흙이다. 돌이나 나무 조각 외에
는 별다른 도구 없이 철광석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토철 채집이었다.
사철(砂鐵)은 고대에서 조선시대 말까지 활용됐다. 하천 모래에 섞여 있는
철광석 알갱이인 사철을 긁어 모으는 작업은 난이도가 컸을 것이다. 고대에
는 암석에 끼어있는 철광석은 깰 도구가 없었을 것이고, 설혹 깼더라도 덩어
리채로는 녹여낼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그에 비해 산더미처럼 쌓인 달천 토
107. 황인전의 보고서는 달천광산의 안과 밖을 이해하는 선구적 자료로 여겨진다. 그런데, 황과 비슷한 시기에 대
한철광주식회사 개발부 명의로 작성된 <울산철산 조사보고 및 광업권 평가 내역>은 기존의 채굴 갱도가 2
개가 아니라 4개이며, 이 광산을 탐구한 내력이 좀 더 다양하게 기술돼 있다. 이 때의 보고서는 해방 뒤 광산
을 재가동하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 보고서 글자는 타이프로 쓰여진 뒤 청사진으로 구웠는데, 글자가 희미
해 첫 페이지의 날짜가 육안으로 판독되지 않는다.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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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1961.2.3 해방직전에 지조(지질조사소) 소장이던 立巖 박사(현재 일본지리학회 회장)가 일본 강곡철산주
식회사로 하여금 무역계장 渡邊씨를 파견하여 당시 (지조 근무자) 황인전씨와 같이 현장조사를 하였다.
나)1961년 4월에는 지조에서 Sharpe A-3 Magnetometer로 정시하여 시추 추천을 하였다.
다)그에 따라 1961년 8~11월 4개공 570m를 시추했다.
라)1962년 2~4월 2개공 380m를 시추했다.
마)이때 재일교포 김석문씨(와다나베의 초빙을 조력한 사람)가 신일기업에 대해여 당 광산에 대한 인식을
촉구한 것 같다.
바)그후 신일기업에서 2차에 걸쳐 구갱도를 수리하였는 바 1차 수리에 미국 지질학박사 Carpenter씨에 3일
간 갱내 조사하여 황인전씨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2차 수리시 신일기업에서 갱내 조사 및 샘플채취하여 일
본과 지조 대전분석소에 선광실험을 의뢰하였다.
사)대전분석소에서 Fe 44% As 0.07 시료를 토대로 실험한 결과 20 Mesh로 마광(摩鑛)하여 자선(磁選)하
면 평균 품위 66%의 Penalty 이하(As –0.02%)로 실수율(實收率) 86%로 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광업권과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보고했는데, 다음과 같다.
가)광업권자: 윤재숙. 정운경/ 등록연월일: 1906.4.17/등록번호: #80/ 광구면적: 86,855평
나)시설(갱도 굴진 이외의 시설은 없음)
1호갱: 1.8m×1.8m, 70m
2호갱: (운반갱도) 80m Drift 50 Cross Cut 30
3호갱: 1.8m×1.8m, 150m
4호갱: 1.8m×1.8m, 80m, 延 460m
갱도는 침하 내지 붕락 상태여서 상당한 보수가 필요함.
다)가동전망
광업권자는 부채 때문에 가격만 좋다면 꼭 매도하여야 될 형편에 매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음.
라)매장량 및 정광 생산량
마)지조평가 매장량(지조보문 요참조)
괴광 + 분광 = 561,383 + 245,794 = 8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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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의 효용은 특별했다. 쉽게 채취해 숱한 무기와 농기구를 제공했다. 이때 활
용된 철광석은 ‘덮은층’에서 발파없이 긁어서 채집한 ‘토철(土鐵)’이었다.
한반도에서 달천처럼 토철이 쌓여있는 곳이 보고된 적이 없다. 다른 곳의
철광석은 다른 암석과 굳어진채로 존재한다. 흙처럼 쌓인 달천 노천광의 유
일성이 갖는 의미는 크다.
혁명정부가 본격적으로 자원개발에 들어간 이후 노천에서 철광을 캔 기간
은 1965년과 1966년 사이 2년간이었다. 이때의 작업은 광석(鑛石)을 채굴(採
掘)하기 보다 오히려 광분(鑛粉)을 채집(採集)했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그러나
토철을 긁어모으던 시기에는 ‘토철’이란 개념도 없었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았
다. 그냥 ‘철광’이었다.
광산에서 토철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다. 달천광산에 근무한지 20여년 지
나서 토철이란 용어를 알게됐다. 90년대 고고학적 발굴과 역사적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이 용어가 쓰여졌다. 이 과정에 토철과 토철 생산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尹

광분을 채집하는데 농소면 인근 주민 약 400여명이 고용될 때도 있었다.
젊은 여성과 주부들도 참가해 괭이로 광분을 파거나 모았다.
20세 전후 아가씨들이 광산 일터에 나온 모습을 보고 생활력이 참 강하다
고 생각했다. 삽질도 하고 광차를 밀기도 했다. 내가 자란 충청도에서는 보
기 드문 모습이었다. 광산 인근 봉사활동때 아가씨들과 함께 벼를 심기도
했다. 아가씨들은 묵묵히 심었는데 나는 손가락이 아팠다. 내 고향 부여의
논은 부드러운 진흙인 반면 이곳은 모래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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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광체주변 평면도와 단면도. 평면도의 맨 위쪽 붉은 곳이 철광체 채광구역이고, 아래쪽 청색은 사문석
(Mgo) 채광구역이다. 아래 그림은 단면도인데, 오른쪽 끝의 갈색 부분이 철광체이고 그 위의 노란색 부분은 노천
채광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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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 속의 철광 함유율은 25% 안팎이었다. 철광석만 걸러내야만 했다. 즉 선
광작업이었다. 지금은 강한 자석으로 자철광석 입자를 골라내지만 예전에는
물의 비중으로 선별했다. 근대 이전의 선광작업이 달천에서 이뤄졌는지 아니
면 흙과 철이 섞인 상태로 수십리 먼 쇠부리터로 가져가서 했는지 확인된 바
없다. 정설은 없지만 달천 현지에서 선광을 하고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울산 북구 대안동 쇠부리터 발굴조사 현장에서 토철원료가 남아
있는 것을 보았다. 옛 작업자들이 쓰다 남은 것으로 추정됐다. 원료를 한
줌 얻어 쇠부리축제위원회 전시실에 넘겨줬다. 그 원료는 달천철장에서 가
져간 것일텐데, 선광이 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만간 발굴보
고서가 나오면 확인되겠지만, 선광작업이 달천에서 이뤄졌는지, 대안동 현
장에서 이뤄졌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尹

60년대에 토철을 채취할때는 달천철장 안에서 선광작업을 했다. 광차로 토
철이 실려오면 촘촘한 체로 걸렀다. 걸러지는 입자의 크기는 깨알에서 거친
밀가루 입자 사이다. 납품 규격으로는 –4㎜에서 100메쉬(mesh) 사이였다.
이렇게 정제된 철광석의 연간 생산량은 6만톤 안팎이었다. 이 양은 6・25동란
직후 한국의 연간 제강능력과 비슷했으나 포항제철이 제1고로를 완성하고 호
주 해머슬리에서 구입해오는 연간 150만톤의 분광(품위 60%)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달천철광에서 나온 철광석은 1972년까지 전량 일본에 수출했다. 그때까지
포항제철이 준공되지 않았다. 포철은 1967년 6월 포항을 제철소 입지로 지정
하고 그 이듬해 공사에 들어가 1973년 6월 첫 쇳물이 생산됐다.
한편, 혁명정부가 구상한 제철소 입지는 울산이었다. 1960년대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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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단 개발계획도108)에는 제철소 입지가 현재의 현대자동차 부지다. 달천
철장과 가까운 곳이다. 일제강점기 일본인이 구상한 울산개발계획안에도 제
철소 입지를 설정했다. 울산과 제철의 연관성은 고대에 형성돼 근현대까지
맥락을 이어왔다는 느낌을 갖게한다.
토철을 재래식으로 채취하던 1966년에 본격적인 채광이 시작됐다. 노천광
형태였지만 한 곳에서 집중 파내려감으로써 깊이 30m 가량의 구덩이가
형성됐다. 광산 안에 유일하게 움푹 파인 곳이었다. 그곳에는 큰 묘지 형상
의 봉긋한 철분광 무더기가 10여개 있었다. 오래 전에 형성된 것이란 느낌
을 받았다. 지금 생각하면 조선시대 채광흔적 같았다. 좋은 품질만 골라쓰

한
반
도
철
기
시
대
살
찌
운

2'
천
년
통
조
림
'

고 남은 잔광이었다. 뒤에 그것을 파서 분석했는데 철광석 25% 정도의 품
위가 나왔다. 봉분 형태의 둥근 더미 각각의 크기는 높이가 5~10m였다. 품
위가 낮았기 때문에 채광을 멈췄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尹

1965년의 달천산 전체 모습을 그려보면 둥근 산체의 중심부가 움푹 파인
형태였다. 오랜 기간에 걸쳐 변형됐지만 달천산의 면모를 추정할 골격은 남아
있었다. 그 점은 울산문화재연구원이 2006년 실시한 달천유적조사109)에서 고
대의 토철채광 흔적이 발견된 데서 알 수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기원전 1세
기까지 소급되는 흔적이 확인됐다. 무려 2천1백년 전에 토철을 긁어냈던 지점
이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 흔적이 발굴된 지점의 해발은 64m였다. 왜국의 야

108. 5・16 혁명정부의 의뢰로 제작된 초기의 개발계획도 『Zimmerman 보고서』 및 ‘1967년 울산도시개발계획도’
에 제철공장이 북구 염포동에 계획돼 있다.
2018년 포스코가 발행한 『포스코 통사 50년』은 울산에서 포항으로 바뀐 경위를 정리했다. 이 자료에 따르
면 1962년 3월 한국 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외자도입교섭단이 미국 철강업계와 접촉해 연산 31만톤 규모의
제철소를 울산 태화강변 염포동에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뒤이어 그해 5월 밴 플리트 장군과 미국 실업인
28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이 울산에 와서 종합제철 건설 가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
다. 그로부터 5년 뒤 1967년 2월 정부는 300만톤 규모의 제철소 건설을 계획하고 포항 삼천포 울산 보성 등
5개 지역을 비교 조사했다. 그 결과 그해 6월 경제장관회의에서 포항을 최적지로 결정했다. 포항이 선정된
이유는 장차 300만톤 제강능력을 소화할 부지 991만㎡ 이상, 하루 26만톤의 용수 공급, 연장 250m 원료
하역 안벽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109. 울산문화재연구원, 2010, 『울산달천유적 3차 발굴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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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이 토기가 발견된 지점도 그 부근이다. 산 비탈면의 상부 능선이었는데, 초
기의 토철 채집은 산의 상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적어도 해발
50m 위쪽에서 잡흙을 벗겨내고 신선한 토철을 긁어낸 것으로 보인다.
고대 채광흔적이 발굴된 지점은 특이점이 있었다. 우선 풀이 나지 않았다.
붉은 흙만 굳어져 있었다. 또 그 지점의 비탈각은 30도 정도인데, 그 비탈
면 가운데 생김새나 크기가 감자같은 철광석이 몇 무더기 발견된 적 있다.
보통 돌보다 무겁고 자석이 붙었다. 1965년도에 그것을 긁어모아 선광작업
을 한 적 있다. 아주 오래전 풍화된 철광가루만 걸러내고 풍화가 덜된 덩어
리는 한곳에 모아 버린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점은 발굴지
점에 무연고 묘지가 20여기 있었는데 1965년도에 그 묘지를 파서 달천산
가장 높은 곳인 망제산 정상 주변에 옮겨 묻었다. <尹

1965년 전후의 달천산 모습을 머리에 그려보면 재래식 채광 방식으로 2천년
가까이 토철을 파냈지만 겉면을 긁어낸 것에 불과했다. 철산이 국가관리 아래
운영됐던 15세기의 채굴량을 대비하면 개략적 윤곽을 얻을 수 있다. 왕조실록
에 따르면 공납된 철이 1년에 1만2천5백근(7,500kg)110)이다. 이 중량을 환산하
면 압착한 승용차 15대 부피 정도였다.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토철을 파낸 양
이 그 정도였다면, 고대로 올라갈수록 소비된 토철량은 적었을 것이다.
박기화는 ‘울 산 철 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에서 ‘주 광체는 지표(해발
60m)에서 해발 –10m 까지는 직경 120m 원형으로 노천탐굴하였고, 해발
–60m와 –110m에 갱도가 개설되어 있었다’고 기술했다.
박기화씨는 서울대 지질학과 석사 논문을 쓰던 1976년 40여일 달천광산
현장에 머물렀다. 내가 지하 갱도롤 안내했다. 그가 현장에 머물며 관찰한
상황을 기재했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할 것이다. <尹

110. 조선시대 중량단위 1근=600g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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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철장을 대표하던 붉은 흙은 대부분 아파트에 깔리거나 깎여나갔다.
자석처럼 마음을 끌어당기던 토철의 흔적이 사라져 갔다. 그 붉은 흙의 자취
가 남은 곳은 쇠곳 삼거리 대밭 주변 등 서너군데 뿐이다. 이 흙 부스러기에
자석을 갖다대면 붉은 입자들이 들러붙는다. 철광석을 캐던 곳에서 250m
쯤 떨어진 곳이다. 이 흙의 일부는 풍화침식으로 흘러내려 쌓였고, 또 일부
는 침전지 광미를 옮겨와 낮은 곳을 메운 흙더미의 일부다. 달천광산 토철의
자취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곳은 이곳 뿐이다. 이곳을 보면 핏속에 녹아있
던 철분처럼 오랜 기억이 출렁인다.
2) 고대의 철광석 수요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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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광산의 형태와 채광방식을 살필 때 달천광산의 부존량이 진한(辰韓)의
철산지를 대표하고, 나아가 왜와 낙랑에도 수출할 물량이 있었을까 하는 의
문이 있을 수 있다. 또 수많은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어야 했던 신라 상대의
철 수요를 담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당시의 총 수요공
급을 계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표적인 철 유물인 ‘철정(鐵鋌)’을 통해 추
정할 수 있다고 본다. 거칠게 추정하면 그 수요를 담당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 추정은 출토된 철정의 총 중량과 달천광산의 철 원료 생산량을 비교함으
로써 간접적으로 추론한 것이다.

<사진3> 왼쪽은 달천광산 정광탱크에 있는 철광석 정광을 호계역으로 옮기기 위해 트럭에 옮기는 장면. 정광탱크는 1
칸에 130~150톤 저장하는 탱크가 10개 있었다. 오른쪽은 중석정광을 열풍으로 말리는 건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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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철정이 발굴된 경주 황남대총의 철정 1,412개의
총 무게는 0.5톤 가량이다. 최소형 승용차 한 대를 눌러 뭉친 무게와 비슷하
다.111)
이에 비해 노천채광에 의존한 1970년대 초까지 달천광산 정광 생산량은
한달에 6,300톤이었다.112) 정광(精鑛)은 토철에서 철 성분만 골라 용광로에
넣는 단계에 이른 원료다. 수율을 무시하고 황남대총 철정 총 무게 0.5톤 대
비 한달 정광생산량 6,300톤을 비교하면 1만2천배란 비율이 나온다. 한반도
최대의 철을 부장했던 지도자급의 무덤에서 나온 철의 총량에 비해 달천광
산의 한달 생산량은 1만2천배에 이르렀다. 달천광산의 매장량은 현대의 기준
에 볼 때는 빈약하지만, 고대의 기준으로는 막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황남대총의 철정에 대한 의미는 성정용과 성수일이 보고한 2012년 ‘철정을
통해 본 고대 철의 생산과 유통’에 상세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전
국에서 철정이 발굴된 곳은 74개소이며 개수는 3,400여점이다. 철정의 용도
는 농기구나 무기를 만드는 중간 소재 또는 화폐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발굴된 철정의 분포 조사에서는 동남부 지역이 44개소 3,200점으로 압도
적으로 많았다. 경주 황남대총 1,412점, 금관총 700점이었다. 천마총 43점,
호우총 30점 등이 뒤따랐다. 또 철정의 규격을 세밀하게 측정했는데, 전국의
출토품을 세가지로 나눴다.
대형은 길이 40~60㎝ 무게 400~820g, 중형은 20㎝에 100g, 소형은 15㎝
에 20g이었다. 특히 황남대총 1,412점은 길이 24~50㎝에 148~1,440g이었다.
총 무게는 498㎏에 이르렀다. 거의 0,5톤에 이르는 양이다. 이 양은 달천광산
의 철광석 부존량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것이었다.
무덤에 부장된 것 외에 실생활에 활용된 철정은 훨씬 많을 것이다. 그럼에
도 유난히 많은 황남대총의 철정 총량은 당시의 수요를 간접 추정할 수 있다.
4~6세기 신라 왕족으로 추정된 무덤 주인은 상당량의 재물과 함께 묻혔을
것이다. 따라서 철정의 수량도 최대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
111. 한국지엠 생산 티코의 공차중량은 620㎏.
112.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1964, 「울산철산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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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양도 달천광산의 한달 철 생산량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게다가
달천철광산의 토철은 근현대에까지 채굴되었다. 긴 세월 캐고도 남은 토철이
있었다. 그래서 1966년까지 노천채굴할 수 있었다.
고대의 철 수요에 비해 훨씬 늘어난 신라 중대에는 새로 개발된 충주지방
의 철산을 통해 충당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달천광산의 철광석 부존량은 고
대 사회의 수요를 충당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3) 60년대 전국 철광생산 3위
1969년 전국 철광산 채광현황에 따르면 달천광산은 생산량・원광품위・종업
원수 등에서 3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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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생산기술연구소가 포항제철・인천제철・동국제강 등의 원광석 수급
을 위한 국내 철광상을 조사한 결과113)를 보면 1969년 가동중인 철광산 12
곳 가운데 달천광산은 생산량은 69,726톤이었다. 다른 광산은 지하갱도에서
캐낸 이른바 석철이었다. 12개 광산의 평균 생산량은 74만톤이고 상위 3곳은
양양(308,727톤), 충주(170,494톤), 물금(130,018톤) 순이었다.
달천광산은 생산량에서는 4위지만 파낸 그대로의 원광 품위는 Fe 38~45%
로 3위, 종업원 수 331명으로 3위였다. 철광산의 전체적 역량으로 보면 3위였
다. 철광석 광산은 1954년말 8개에 불과했다가 1968년 68개로 늘었고 1969
년 12개로 줄었다. 판매가격 하락과 생산비 증가 등이 이유였다. 당시의 톤당
생산재료비를 보면 달천광산은 17원인 반면 물금 456원, 충주 446원, 양양
244원이었다, 전국 평균은 419원이었다. 비할데 없이 싼 것은 다른 지역은 철
광산을 깨고 갱도를 파고 채굴해야 했지만, 달천광산은 그 시점까지만 해도
노천채광으로 거져 파먹다시피 했기 때문이었다.
달천광산의 연도별 생산실적은 제1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날 무렵인
1965년 1만2천여톤에 불과했다. 1965년 7월부터 채광에 들어갔으니 실제로
는 반년간의 실적이었다. 제2차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인 1966년

113. 소칠섭・김선억, 1971, 「고대생산기술연구소 연구보고」, 제2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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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는 6만톤으로 늘었다. 장비와 시설투자가 늘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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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6

지하 광체의
형태와 채굴
1) 잊혀진 제1호광체의 존재
2) 본 광체인 2호 채굴장 형태와 환경
3) 정성껏 채굴한 본 광채의 개척과정
4) 자력탐사와 시추로 미리 봤던 땅속 얼개

달천광산의 지하 광체는 2개로 추정된다. 단일광체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다
르다. 자료를 면밀히 보지 않은 연구자들이나 일반인들은 하나의 광체만 있
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런데 윤석원이 보관했다가 울산박물관에 기탁한 오래
된 자료에는 1960년 전후로 1호와 2호 두개의 광체가 각각 채굴됐다. 두 광
체의 경계는 150m쯤 떨어져 있다. 1호는 1966년초에 휴광됐다. 2호는 1990
년대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1호광체는 전체 모습이 밝혀지지 않은 반면, 2호
광체는 형태와 성상 등이 밝혀져 있다.
달천광산의 핵심은 2호광체다. 광맥(鑛脈), 광상(鑛床), 광량(鑛量), 품위(品
位)를 논의하는 주된 대상이다. 2호광체는 상부의 노천채광과 하부의 갱도
채광이 차례로 실행돼 왔다. 2호광체 옆에는 작은 광채가 하나 더 있다. 서쪽
편에 일종의 위성 광체처럼 붙어있다. 그래서 2호광체는 ‘본광체’, 딸린 광체
는 ‘서측광체’라 불렸다. 1・2호 광체의 존재와 채광 양상을 이해하려면 1960년
대의 개발과정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잊혀진 제1호 광체의 존재
달천광산에서 지하갱도를 개설해 채광한 제1호광체가 있었으나 잊혀져 있
다. 달천문화사를 이해하려면 1호갱 혹은 1호광체의 존재를 누락시킬 수 없
다. 1호갱은 1960년대 초반부터 폐광상태였다.114) 1965년쯤 채광을 재개하려
다가 중단되면서 점차 기억에서 잊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68년 국립
지질조사소가 펴낸 한국지질도 울산도폭 설명서에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상
태로 ‘1호갱’이 짧게 두 번 언급된다.
첫번째 언급은 울산도폭 설명서의 지질각론에서 달천광산의 석회암을 설
명하는데 나온다. 설명서는 ‘본암(석회암)은 노출상태가 극히 불량하고 제1호
갱내에서만 조금 볼 수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 기록 앞에는 제1호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1호갱의 위치와 상태를 알 수 없다.
두번째 언급은 울산도폭 설명서 응용지질 부분에 있다. 설명서는 ‘No.1 갱
114. 1979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작성한 ‘울산철광 광산평가서’에는 대한철광(주)가 확보한 광업권은 2개인데, 이
중 하나는 광업존속기간이 1957년 5월 31일~1962년 5월 30일로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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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1200:1 축적으로 그린 지형도의 일부분. 가로 76.5cm 세로 110cm 도면이다. 광산의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이 기입돼 있다. <울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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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는 사문암을 굴진하여 약 90m 지점에서 결정질석회암 및 사문암과
의 접촉부에서 광상을 형성하고 있으며 연장 약 50m 폭 약 10m 의 렌즈상
광상을 형성하고 있다’고 기재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시 No.2 갱에서는 갱도
의 붕괴로 입갱이 불가능하였으나 전 조사자의 보고서에 의하면 표토 하부
의 광화대는 주향연장 약 130m이며 하부로 감에 따라 폭도 좁아져 렌티큘러
(Lenticular)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따라서 두 번의 언급을 보면 1호갱은 2호갱보다 규모가 작은 광체로 존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1970년대 이후 달천광산에 대한 여러 편
의 연구서가 나왔으나 대부분 1호광체에 대해서는 기술되지 않았다.
다만 1976년 6월 8일부터 1977년 10월 사이 40여일 달천광산을 조사한 박
기화의 박사학위 논문 ‘울산 철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1호광체에 대
한 언급이 짧게 있다. 이 논문 ‘광상의 산출상태’ 항목에는 ‘광산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에 의하면 주 광체 남쪽 약 150m 지점의 석회암과 사문암의 접촉
부에도 광체가 배태되어 있고 과거에 채굴한 바 있다고 하나 당시의 모든 갱
도는 붕괴되어 이번 조사에서는 광상의 산출상태를 시찰할 수 없었다’고 적
었다. 이 뿐이다. 1호광체를 이해할 추가적인 자료를 기재하지 않았다.
웃대부터 달천광산 주변에 살았다는 한 주민은 1960년대 중반쯤 초등학생
시절 1호갱이란 불리는 굴속에 들어가 놀았다고 했다. 20m쯤 들어가면 어둡
고 급경사진 굴로 연결돼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다.115)
“1호갱도(1호광체) 주변이 풍화된 사문암 지질이어서 무너지기 쉽다. 1965
년에서 1966년 사이 갱내 보수공사중 위험성이 많아 공사를 중단했다. 연

115. 달천마을에서 전해오는 얘기 가운데 한 부부가 갱목을 구하러 갱도에 들어갔다가 갱이 붕락되는 바람에 실
종된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1호갱과는 관계없으며, 달천광산 광구 경계 옆의 어떤 지주가 탐광을 시도했
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런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달천광산에서 폐광되기전까지 근무했다는 심강보
의 2006년 사진집 『한국철기문화는 달천철장으로부터』에 실린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
다.‘1956년 울산인 김성택 운영(1958년까지 운영. 옛 화약고 서편에 있는 산에서 채굴). 김성택 사장은 그 당
시 강원도 풍곡탄광을 운영하였으나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고향 울산에 내려와 달천광산에 수직 40여m까
지 착굴했으나 철광석 생산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갱도에 안전조치 없이 방치해둔 상태에서 폐광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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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들이 1호광체를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나도 모르고 있다.” <尹

여러 정황으로 보아 1호갱도와 1호광체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 세부
적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윤석원 수집품’에 있
는 황인전 보고서와 작성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장의 도면을 통해 1호광
체에 접근한다.
1호갱의 존재는 ‘울산광업소 광구지형도’(1200:1)에 표시돼 있다. 광구의 남
서쪽 상안천 인근 해발 30m 지점에 갱구가 있고 50m쯤 굴진한 지하갱도가
표시돼 있다. 위쪽에 2호갱구가 보인다. 따라서 1965년 대한철광의 측량반이
이 지도를 제작할 때 1호갱의 존재가 알려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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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구지형도는 두 겹인데, 하나는 원도(제도종이에 천을 붙인 것)에 그렸고
또 하나는 트레이싱 페이퍼로 복사해 그렸다. 뒤에 복사한 지도에는 상세한
시설들이 기재돼 있다. 기계식 선광장과 6인치 급수관 등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1965년대 모습이다. 이때까지 1호갱은 폐광상태로 존재한 것으로 보인
다.
상공부 국립지질조사소 지질부 광상과 황인전이 1963년 작성한 ‘울산철광
산 보고서’는 1호광체의 폐광 직후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1
호 갱을 No.1 갱도가 가장 먼저 개설된 것임을 밝혔다. 함께 보고한 지질도
에도 1번갱구를 뜻하는 ‘No.1 Adit’(1번 갱도)이라고 표기했다. ‘No.2 Adit’와
지하 갱도 투시도 역시 그려져 있다. 황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조사한
1961년에는 두 광체의 지하갱도 채광은 멈춰있었다.
황의 보고에 따르면 No.1 갱도의 방향은 남동(S57° E)이다. 사문암을 굴진
한 것으로 갱구로부터 7m 지점에 작은 단층을 볼 수 있었으며, 8m 지점에
갱도가 붕락돼 있었다. 27m 지점에서 단층과 방해석을 발견했다. 무너진 지
점을 지나 계속 조사한 것으로 보아 부분적으로 붕락돼 조심스럽게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황은 41m 지점에 수직으로 내려가는 갱도를 보
고 그 수직갱을 내려가서 철광석 60% 이상의 광체 약 50m의 폭을 봤다고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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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은 정황을 보면, 1호광체는 수평・수직 갱도를 통해 채광했으나 붕락
사고 등 여건이 맞지않아 후속 채광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가
제출된 뒤 대한철광측에서는 다시 채광을 하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그 과정
을 알려주는 것이 여러 개의 도면에 표시돼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인 ‘1호갱 보수 및 굴진 현황 표시 평면・단면도’(1號坑 補修
및 掘進現況 表示 平面.斷面圖)는 500:1 축적에 색깔로 구분해 표시돼 있다.

<사진2> 1호갱 굴진계획도. 원 도면의 명칭은 ‘1호사갱연장 및 E1(갱내)시추계획 평면도’라고 표시돼 있다. 복잡
한 갱내 구조를 표현하기 위해 색깔로 구분했다. 이 계획은 실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박물관>

진입 갱도와 내부 갱도가 복잡하다. 하나의 평면에 여러 시설을 기재했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두드러지는 것은 ‘준공 및 실적 명시표’인데 수평갱도
100m와 사갱 42m를 굴진한 것을 비롯 갱 내부의 중단(中段) 14m와 통천(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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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 12m 등 모두 228m를 개설한 것으로 표기됐다. 규격은 모두 가로 세로
2~4m다. 이 명시표 끝에 ‘보수공사 총계’라고 기록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1호 사갱(斜坑) 연장 및 E1(갱내) 시추계획 평・단
면도’(1號 斜坑 延長 및 E1 試錐計劃 平・斷面圖)이다. 평면도를 보면 ‘구갱(舊
坑)’이 적갈색으로 표현돼 있다. ‘구갱’이란 표기는 채광장 안에 남아있는 과거
의 갱도를 확인했다는 증거다. 이 도면에는 지하수를 퍼내는 펌프가 2개 설
치돼 있으며, 작업도구를 오르내리던 통로(슈트)와 인도가 보인다. 바깥에는
광차를 끌어올리는 권양실(捲楊室)이 있다. 이 평면은 A-A´와 B-B´ 2개의 단
면도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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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1호광체의 A-A단면도

A-A´ 단면도에는 ‘기(旣)채광장’이란 표시가 있다. 이것은 1930~1950년대 채
광흔적으로 추정된다. 적갈색으로 표시한 둥근 형태를 지시함으로써 이 도
면이 만들어지기 전에 채광이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주위에는 적갈
색 점선이 넓게 둘러싸고 있어 철광석이 분포하는 것을 시사한다. E2는 시추
한 표시다. 외곽 언덕에서 기존의 채광장을 90° 각도로 관통하고 깊이 80m
를 시추한 것으로 표시됐다. 또 작업자가 다닐 비스듬한 계단이 22m 길이로
설치돼 있고 그보다 짧은 수직 계단도 있다. 권양실과 연결된 청색의 갱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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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갱으로 보인다. 그 연장선에 점선으로 붉게 표시한 부분을 ‘1호 사갱 계획
분(연장굴진)’이라고 표시했다. 수평갱도는 가장 윗부분에 녹색으로 ‘1갱 수
평’이라고 표시했다. 그보다 20m 아래에 ‘하 1갱’이 있고 다시 그 아래 8m에
‘하 2 갱’이 있다. 3개의 수평갱도는 모두 해발 0m에 있다. 이 깊이는 채광이

깊게 이뤄지지 않은 초기 상황임을 뜻한다.
<사진4> 1호광체의 B-B' 단면도

B-B´ 단면도는 자력으로 철광석을 골라내던 선광기를 뜻하는 ‘자선기 1’과
‘자선기 2’를 표시했다. ‘노두(露頭)’도 2곳 표시했다. ‘하 1갱’ 바로 위에 붉은
색 깔떼기 2개가 있는데, 이것은 깔떼기 위쪽의 광석을 캐고 떨어뜨린 뒤 광
차에 실어 수평갱도를 통해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E1은 기(旣)채광장 안에
서 60° 각도로 시추할 것처럼 표시됐다. E1 시추선이 뻗은 선으로 붉은 점선
이 따라가는데, 광체가 60°로 전개돼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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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윤석원이 작성한 지하 225m까지의 채광계획도. 달천광산의 지하광체를 채굴하는 기본 계획도이다. 오
른쪽 상부 지상에는 150마력 권양기와 광석 저장소가 있다. 오른쪽 그림은 중단채굴법(Sub Level Stoping)의 설
명도이다. 노란색 채굴장은 –110m까지 채굴한 곳이고 –225m의 노란색 부분은 채굴했고 붉은 색은 아직 채굴하
지 않은 철광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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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광체인 2호 채굴장 형태와 환경
달천광산 2호광체가 있던 지하에는 거대한 암흑공동이 있다. 깊이 225m
평균너비 50m의 원추형 통이다. 이 형태에 대해서는 형용이 다양하다. 연구
자들은 고깔이나 렌즈 형태라 하고 현장 작업자들은 무뿌리 형태라고 한다.
달천의 심부광체는 마그마가 상부의 지층을 녹이며 상승할 때 선택하는 가
장 효율적인 형태와 관련 있을 것이다. 자연이 선택하는 일반적 방법은 나선
형 회오리 형태이다. 나사형 통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지하에서 채광한
공간이다. 이 공간은 3개의 격층으로 구분돼 있다. 격층은 두께가 20m 가량
이다. 수평갱도의 위와 아래의 땅꺼짐을 막기위한 수평보(堡) 기능을 한다.
수평 보안잔주(保安殘柱)라 불린다. 따라서 3개의 공동이 수직으로 연결돼
있다. 공동들은 광석을 파낸 텅 빈 공간이다.
격층으로 구분된 공동을 위로부터 1, 2, 3단계 번호를 붙이고 각 채굴장
바닥의 해발고를 재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1974년 시작한 –60m, 2단계
는 1976년 실시된 –110m, 3단계는 1979년의 –225m이다. 제4단계에 해당되는
채굴장이 –315m까지 예정돼 있었고, 1989년 수직 수평갱도116)까지 개설했다.
4단계는 광부 구인난과 채산성 악화 등의 이유로 실제 채굴이 이뤄지지
않았다. 각 채굴장의 중간에는 격층이 있다. 견고한 암석층이다. 대부분 두
께가 20m 미만이다. 이 격층이 있는 것은 중단채굴법(中段採掘法 Sublevel
Stoping)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 방식은 두꺼운 광상을 아래쪽에서 위쪽으
로 올라가면서 광석을 캔 뒤 무거운 광석을 아래로 떨어뜨려 실어내는 방식
이다. 즉 10m 안팎 간격의 중단갱도에서 위쪽 방향으로 방사형으로 구멍을
뚫어 발파한 광석을 아래쪽 깔떼기 홈으로 내려보내 광차로 옮겨싣는 방식이
다.117) 달천광산은 1단계 채굴장 위에만 두께 10m 가량 암석층이 있다. 이 암
석층이 지붕 역할을 한다. 이 지붕 위에 토사가 있다. 이 토사는 노천채굴 뒤
116. 수평운반갱도는 꼬불꼬불하다. 광석이 있는 곳을 따라 개설됐는데, 높이는 2m로 일정하지만 너비는 광상(鑛
床)에 따라 2m에서 8m까지 달랐다. 이 수평갱도는 채광에 쓰이지 못하고 현재 물속에 잠겨있다.
117. 광물자원용어사전 및 윤석원 제작 ‘철광석채굴계획도’ 보조도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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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흙으로 되메우기한 것이다.
다시 공동 안을 살펴보면, 각각의 채굴장 격층을 세로로 지탱하는 기둥이
있다. 기둥은 자연암석 그대로다. 두께는 10m이고 높이는 50~110m 가량이
다. 이것은 채굴계획때 상부의 수직압력을 지탱하기 위해 남겨둔 보호기둥이
다. 즉 수직 보안잔주다.
보안잔주의 가운데에는 가로 세로 각 2m의 수직 갱도가 개설돼 있다. 보
안잔주와 그 속에 갱도가 있는 형태는 마치 고층 아파트와 그 속의 비상계단
과 비슷하다. 보안잔주 속 갱도는 통기통천(通氣通天) 및 슈트(Suit)라 불린
다. 통기통천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연결된 숨구멍이다. 작업자의 호흡이나
발파작업으로 생긴 가스는 이 통기통천으로 배출된다. 또 이곳은 광석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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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보내는 통로(슈트)로도 활용한다. 따라서 이 수직 갱도는 채광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개설해야 하고, 가장 아래에서 위로 파 올라가는 작업이다. 광산현
장에서는 ‘통천’은 ‘판다’는 말 대신 ‘올린다’고 표현하고 아래로 파내려가는 것
은 ‘짚는다’고 한다. 열린 지상에 대한 소망과 닫힌 지하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반영된 용어로 볼 수 있다.
“초창기 깊이 80m 통기통천을 올릴 때였다. 맨 위쪽의 채굴장을 개설할 때 처
음 암석의 한 가운데를 굴진하여 올라가는 일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60m
지점의 주 출입 수직갱도로부터 수평으로 160m를 나아간 뒤 그 지점에서 지
상으로 곧게 파올라가야 했다. 그 높이가 80m였다. 나도 힘들었지만 발파작
업자에게도 고된 일이었다. 착암기로 천공뒤 폭약으로 폭파해야 했으니 참으
로 고단한 일이었다.
내가 맡은 일은 수직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상에서 측정한 지점과 만나도록
좌표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일주일에 두세번은 바위 속 굴뚝같은 곳을 올라가
야 했다. 오르내리는 곳은 너비 30cm 철제사다리였다. 벽에 부착된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리는 일은 위험하고 힘들었다. 사방은 단단한 바위였다. 좁은 바위
인 공간에서 작업하는 것은 넓은 채굴장과 또 다른 막막함이 있었다. 너댓달
동안 사고나지 않고 방향이 틀리지 않도록 집중했다. 무사히 작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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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의 좌표와도 딱 맞았다. 회사는 그 일로 1호봉 특진을 시켜줬다.” <尹

지하 채굴장에는 수직으로 설치된 갱도가 기본적으로 3개 있다. 가장 큰
것이 광부와 광물을 오르내리게 하는 수직갱도다. 가로 4.4m 세로 2.2m이며
깊이는 315m 에 이른다. 두 번째 크고 깊은 것이 통기통천 및 슈트이다. 가로
세로 각각 2m이며 깊이 225m까지 통한다. 세 번째는 슬로트 홀(Slot Hole)

인데 가로 세로 각 2m이다.
<사진6> 2호갱 채광계획도. 오른쪽에서 216m 이상 비스듬히 파들어 와서 광석을 끌어올릴 구상이었으나, 이 역
시 지질이 안정하지 않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A1, No1 등의 빨간 표시는 시추한 지점을 뜻한다. 시추를 통해
지하 광체를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캘 구상을 면밀히 한 것을 알 수 있다.

슬로트 홀은 채광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단에 설치한 통로다. 중단은 수평
갱도 사이에 광체가 있는 채광 대상이다. 채광장 전체 두께가 60~100m이므
로 켜켜히 캐내기 위해 중간에 수평갱도를 개설한다. 그 수평갱도 사이에 있
는 것이 중단이다. 두께는 10~24m이다. 3단계 채광장의 경우 두께가 115m인
데 중단은 7개였다. 두꺼운 중단을 상향 또는 하향 천공으로 발파할 때 파괴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간을 확보한다. 그 공간이 슬로트 홀이고 그곳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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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7> 해발 –60m의 수평갱도와 지질도. 맨 아래 ‘수갱(竪坑)’이 있고 옆에 펌프가 있다. 수갱은 광부와 광물을
실어나른다. 채광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휴게실이 있다. 휴게실 주변의 지질은 스카른(Skarn)이다. 각 구간에 번
호가 매겨져 있는데, 1~68번까지 차례로 채광했다. 사각형 안에 ×자가 표시된 곳은 위쪽과 연결된 공기유통 및
광석낙하 통로다. 왼쪽은 스카른이 많고 보라색이 옅게 칠해진 오른쪽은 철광석이 많다. 노란색은 중석이 분포된
곳이며 소숫점이 있는 숫자는 중석함유율이다. Tr은 중석의 흔적(Trace)이 있다는 표시다. 중간에 가로로 점선이
흐르는 곳은 맥석이다. 먼저 개설한 왼쪽의 5번과 13번 채광지의 옅은 푸른색은 석회석이 나온 흔적이다.
<울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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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8> 해발 -110m 수평갱도와 지질도. 철광체가 위쪽 –60m에 비해 좁아졌다. 장경은 80m 단경은 40m였다.
수갱(세로축 262.850 가로축 29.850) 을 기준으로 보면 광상이 오른 편에 집중됐다. -60m에서 왼쪽은 빈약하
고 오른쪽은 풍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굴진하지 않았다. 왼쪽이 빈약한 것은 광채가 80~85도로 기울어져 있
기 때문이다. <울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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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9> 해발 –225m 수평갱도와 지질도.
철광체의 단경은 18m, 장경은 60m. 수갱의
오른편으로 광상이 배태돼 있다. 청색으로
표시된 석회석을 지난 붉은 색으로 장타원
을 그린 곳이 철광석 광상이다.
<울산박물관>

<사진10> 해발 –315m까지 개설된 수평갱도와 지질도. 운반갱도는 길게 휘어져 있고 굴착할 수평갱도는 계획되
지 않았다. 운반갱도를 개척하면서 분석한 광상을 보면 청색으로 표시한 석회석이 많고 스카른과 혼펠스 등이 교
대한다. 방해석 맥석이 켜켜히 협재돼 있다. 철광석은 붉은 점선으로 반원형으로 표시돼 있다. <울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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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된 광석을 내려보내도록 고안됐다. 채광장에 수직으로 개설된 시설 가운
데 지금도 남아있는 것은 수갱과 통기통천이다.
달철광산의 채광작업은 밑에서 위로 캐 올라가는 방식이다. 아래로 파내려
가 퍼 담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캐 아래로 떨어뜨려 담는다. 무거운
광체를 중력낙하로 처리하는 효율성을 택했다. 그래서 미리 아래쪽에 공간을
만든다. 그 방법을 차례대로 살피면, 처음에는 아래쪽 광석을 캐고 다음에는
위쪽을 캔다. 깔때기 모양의 홈을 파서 그 속으로 광석을 내려보내면, 아래쪽
에서 담아서 옮기는 형식이다.
마지막 채광을 할때는 -225m까지 내려갔고, 그 바닥에 광석을 잘개 부수
는 크러셔와 광차에 담는 컨베어가 있었다. 광차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차량
에 이끌려 수평운반갱도를 통해 수직갱도에 도달하고, 광석을 케이지에 옮기
면 권양기로 지상으로 옮겼다.
갱도 내부시설은 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기는 수직갱도를 통한 대기압
에 의존하는 것과 콤프레서로 압축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겸용됐다. 통기갱
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15㏋ 규모의 송풍기를 사용해 공기가 확산되도록 장치
했다. 굴진작업은 천공과 폭파로 이뤄졌다. 폭파는 다이나마이트 및 질산암
모늄과 경유를 사용하는 초유(硝油)폭약을 사용했다.
다이나마이트는 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초유폭약을 떠뜨리는 기폭제로
쓰였다. 파쇄된 광석은 가장 아래부분에 자연낙하시킨 뒤 갱 안에 설치된 파
쇄기(125㏋급 죠 크라셔)로 10㎝ 이하 규격으로 부숴 수직갱도 케이지를 통
해 밖으로 보내졌다.
갱 안에 모이는 지하수량은 건기에는 0.5㎥/분이고 우기에는 최대 0.7㎥/분
에 이르렀다. 물을 배출하기 위해 갱의 깊이에 따라 여러 대의 펌프가 필요했
다. 가장 아래쪽인 –317m에 125㏋ 펌프 2대가 가동됐고, -225m에 60㏋ 펌프
2대가 설치됐다. 아래쪽 두 곳에서 펌핑된 물은 –110m에 설치된 집수정에 모
아져 그곳에 설비된 100㏋ 펌프 2대로 갱 밖으로 보내졌다. 이 물은 선광장
에 연결돼 활용됐다. 깊은 지하에서 솟는 많은 지하수는 특별한 관심을 끌었
다. 1987년에 지하수질 검사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다. 그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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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개념에 없었던 생수개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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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이 해외에서 생수를 사 마신 경
험을 토대로 수질에 관심을 가졌다. 사철
차고 맑은 물이 솟구치니 그럴만 했다. 그
래서 수질검사를 의뢰했더니 철 구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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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세제나 대장
균도 없었다. 딱 한가지 일반세균이 기준
치 이상이었다. 그래서 ‘음료부적’으로 나
왔다.118)
지하 200m에서 일반세균이 왜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플라스
틱 통에 담아서 1주일쯤 묵혔다가 검사한
것이 요인이었다. 당시에는 울산이 광역

<사진11> 1987년 생수 또는 온천 사업을 구상할
때 받은 수질성적서. 봄철에 물을 떠놓고 며칠 지
나 창원의 경남도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
하는 바람에 세균이 증식해 마실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결과가 나왔다.

시가 되기 전이므로 창원에 있는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해야 했다. 시간을 미루다가 통 속의 세균이
증식했던 것이다.” <尹

갱 안에는 휴게실, 전화기, 대피소, 발파신호 타종, 통풍기, 밧데리 충전기
등이 갖춰졌다. 가스 탐지기와 산소농도 측정기도 갖춰져 있었다.119) 낙반・붕
괴 등의 사고는 겪지 않았다. 이 광산을 운영하는 동안 5명의 인명사고가 있
었는데, 기계오작동 등에 따른 것이었고 광산의 구조적 문제에서 생겨나지
않았다. 당시 달천광산의 전속병원은 처음에는 울산의 김욋과였다가 나중에
는 한시준정형욋과 병원이 맡았다.
3) 정정껏 채굴한 본 광체의 개척과정
118. 윤석원 소장 ‘1987년 4월15일 수질시험성적표’
119. 울산박물관 소장 ‘달천광산보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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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광체는 상부의 노천채광과 하부의 갱도채광으로 개발돼 왔다. 이 광체
의 초기 개발과정을 알려주는 몇 가지 자료 역시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윤석
원 수집품’에 있다.
먼저 살펴볼 것은 ‘2호 광체 평면도 및 지질도’(2號 鑛體 平面圖 및 地質圖
)이다. 500 : 1 축척으로 작성됐다. 이 지질도 북쪽은 울산땅의 근본인 퇴적
암(셰일)과 그 퇴적암이 열을 받아 굳어진 혼펠스(Hornfels)가 해발 40~60m
높이에 전개돼 있다. 이 지질도 가운데에 작은 원으로 ‘67-1’이라고 표기했는
데 이것은 1967년에 지하자원 부존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시
한 제1번 시추공을 뜻한다. 그 아래 남쪽 방향으로 타원형의 철광체가 겹쳐
놓였다. 철광석 부존지역은 해발 20m에서 –70m까지 청색에서 황색 선으로

<사진12> 2호광체 평면도 및 지질도. 500 : 1 축척 도면이다. 가운데 둥글게 희끗한 부분이 주 광체이다. 그것을
둘러싼 무수한 점이 찍힌 곳은 철광이 풍화돼 흙과 섞여 있는 곳이다. 벽돌처럼 군데군데 쌓여있는 곳은 석회암,
검은 빗금은 셰일 또는 셰일이 달궈진 혼펠스다. 가로로 난 긴 도랑 형태는 규장질 맥암이다. 완전히 흰 부분은 충
적층.<울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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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됐다. 자철광석(Massive Magnetite)을 많이 함유한 지점은 희미하게 검
은 색으로 표현됐다. 북서쪽은 좁고 남동쪽 넓다. 검은 점을 무수히 찍어 표
시된 남쪽 면은 토철이 가루 형태로 존재하는 지대이다. 해발 40m에서 70m
까지 4~5단의 절개면이 연속돼 있다. 장석반암(Feldspar Porphyry)으로 구
성된 긴 맥석이 남북 방향으로 뻗어있다. 군데군데 벽돌을 쌓은 형태는 석회
암이 드러난 곳이다. 석회암 노두는 동서쪽에 10여곳 있다. 모두 13개의 시추
공이 보인다. 1967년에 3곳, 1968년에 2곳을 시추한 표시가 있고 연도가 기
재안된 A1, A2, B1, C1, D1, D2, N01, N02 등 8개의 시추공이 있다. 광체의
단축방향으로 AA´, BB´ 단면선과 장축으로 CC’ 단면선이 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2호갱 광체추상 및 채광계획도’(2號坑 鑛體推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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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採鑛計劃圖)이다. 이 도면의 보여주는 전체 지형은 해발 50m에서 80m까
지 높아졌다가 가운데 부분에 푹 꺼진 형태다. 꺼진 지대의 외곽은 노천채굴
때 만들어진 비탈면이 있다. 가운데는 지하갱도의 격자형태를 투시도 기법으
로 표현했다. 이 도면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굴진했고 부분적 채광이 이뤄
진 것으로 보인다. 2개의 ‘통천(通天)’이 표시돼 있는데, 1호갱도에 연결된 높
이 40m 붉은 통천은 개설되지 않았다. A1이란 표기와 붉은 동그라미는 시
추한 지점이다. 시추공은 A1 외에 A2, B1, C1, D1, No1, No2 등 모두 7개
가 보인다. A1 시추점을 중심으로 A-A´와 B-B´로 나뉜 2개의 단면도가 있다.
1,200분의 1 축적에 ‘광체추상’이라고 표기했다. 추상(推想)이란 표현으로 보
아 광체의 전체모습을 파악하지 못하고 추정만 했을 것이다. 이 도면도 1965
년 전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의 지하갱도를 넓게 감싸는 점선으로
‘광체 외곽선’을 표시하고 그 안에 연한 청색으로 둘레를 쳤다. 그 바깥에 ‘4
호 광구선’이 표시돼 있다. 이 도면을 세부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2호광체를 캐기위해 사갱과 수갱이 시도됐다. 사갱은 1・2번이 있었으나 모
두 중단됐고 본격 채광은 모두 수갱으로 실행했다. 수갱은 수직 -225m까지
내려가 광부와 광물을 실어날랐다.
1번갱도는 비스듬히 파내려간 사갱이다. 지형도에는 ‘본사갱’(本斜坑)이라고
표기했다. 본격적인 채광갱도로 기획했기 때문에 붙인 이름일 수 있다. 굴진
135

<사진13> 2호갱 광체추상 및 채광계획도. 지하의 수평갱도를 투시도 형태로 그렸다. 광체윤곽선 안의 우산자루
모양 갱도는 실제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계획에서는 216m에 이르는 비스듬한 갱구를 구상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수직갱도를 개척했다. <울산박물관>

<사 진14> 박 기 화 가 1980년 해 발 –60m와
–110m에 직접 들어가 확인한 뒤 작성한 「울산
철.중석 광상의 성인」에 기재한 지질도이다. 채
광갱도 외곽은 결정질 석회암으로 둘러싸여있
다. 중앙에는 철광석 밀도가 높게 표시돼 있다.
범례에 나타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결정질 석회암
2. 방해석
3. 혼펠스
4. 유비철석 부화대
5. 중석 부회대
6. 염기성 암맥
7. 철광석
8. 석류석과 녹염석 스카른
9. 녹염석 스카른
10. 화산암 속 석류석
11. 휘석 스카른
12. 석류석 휘석 스카른
13. 석회암 속 석류석
14.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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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도가 24도 이하로 설정돼 있다. 광차가 전복될 위험이 있는 기울기 30도 이
하로 낮추는 규정에 따랐다. 입구는 남쪽 방향 해발 60m 등고선상에 있다.
달천광산의 남쪽인 상안천 쪽에서 갱구를 개척하고 북쪽 방향으로 뚫고 가
도록 계획선이 나있다. 굴진방향으로 해발 70~80m 등고선이 있다. 즉 높은
산쪽으로 뚫고 가도록 돼있다.
갱구는 광체 가장자리에서 216m 떨어진 지점이다. 노란색으로 표시돼 있
다. 범례를 보면 노란색 부분은 1966년도 상반기에 굴진하는 것으로 돼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작업에 들어가서 100m를
굴진했을 때 암석의 풍화도가 높아 갱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이 지점은 사문암이 분포한 지점이고 심도가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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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표층 풍화가 진행됐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도면에 청색으로 표시된 1966
년 하반기 굴진길이 40m와 붉은색으로 표시된 1967년 상・하반기 굴진길이
103m는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미실행 갱도에 설정된 통천도 개설되
지 못했을 것이다. 만약 이 사갱이 계획대로 굴진됐다면 해발 –70m까지 내려
갔을 것이다. 2번갱도 입구는 서쪽 방향 해발 50m 등고선상에 있다. 갱구 주
변은 비탈면이 표시돼 있다.
여기에 특기할 것은 본 광체 옆에 붙어있는 작은 광체다. 윤석원이 제작한
‘철광석 채굴 계획도’를 보면 거대한 채굴장 왼쪽에 작은 채굴장이 붙어있다.
2개의 운반갱도가 수평으로 나 있고 그 사이에 2개의 중단(中段)이 있다. 위
성처럼 딸린 이것을 두고 당시 광산에서는 ‘서측광체’라고 이름 붙였다.
1987년 2월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작성한 ‘울산철광산 광산평가조서’에는 서
측광체에 대해 –60m에서 서쪽으로 20m 굴진해서 발견한 광체라고 기록됐
다. 스카른대와 혼펠스를 지나서 확인됐으며 형태는 본 광체와 비슷했다. 즉
원추형이다. 크기는 본 광체에 비해 월등히 작았는데, 단경이 8~22m, 장경이
10~45m에 이르렀다. 지표와 –60m 사이에 중단을 2개 개설해 채광했다. 철
광석 품위는 33~56%로 본 광채보다 조금 낳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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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6> 채굴장 주변 지형도. 제작연도 표시는 없다. 채굴장 주변을 촘촘히 시추한 지점을 표시했다. 동그라미
속에 숫자는 시추연도와 일련번호다. 이 도면에는 비스듬하고 긴 사갱과 수갱이 같이 표시돼 있다. 동시작업이 이
뤄진 시기로 보인다. <울산박물관>

4) 자력탐사와 시추로 미리 봤던 땅속 얼개
달천광산에서 지질을 파악하는데는 자력(磁力)탐사와 시추(試錐) 두 가지
방법을 활용했다. 자력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광석을 탐색하고 유력한 지
점에는 직접 파낸 추출물을 분석하는 방식이었다. 시추는 촘촘하게 여러 각
도로 이뤄졌다.
달천광산에서 1961년부터 시작된 시추는 1990년까지 총 80회에 이를 것으
로 추정된다. 깊은 애착을 가지고 광산의 정수를 뽑아내려고 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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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추한 것은 폐광이 임박한 1990년 5월이었다.120) 1960
년대의 시추는 철광석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집중됐다. 1970년대에는 철광석
과 함께 중석을 찾는데 집중했다. 1980년대는 추가 굴진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추의 깊이는 대개 200~300m였다. 어떤 경우 37m만 뚫고
중단한 것도 있고 600m까지 내려간 것도 있다. 시추를 시작한 지점은 해발
50m 안팎이었다. 가장 높은 곳은 광체의 중심에서 벗어난 망제산 정상 부근
100m지점도 있었다. 시추 각도는 보통 수직이지만 60~85도로 비스듬히 뚫
기도 했다. 기울여 시추한 것은 부정형으로 놓인 광석을 찾고 형태를 파악하
기 위해서다. 부정형이 생기는 것은 마그마의 유동과 굳어진 뒤 지각변동으
로 생긴 습곡이나 단층으로 인해 광맥이 퍼져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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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시추는 오차가 많았다. 굴진하다보면 롯드가 휘어지는 경우가 있었
는데, 특히 직각이 아니라 60~80도 경사 시추때 종종 있었다. 한번은 시추
된 주상도에서 아연을 발견한 적 있었다. 두께가 무려 3m였으므로 모두가
환호했다. 발견 자체만으로도 특별 휴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채굴은 실
패했다. 100m쯤 굴착했으나 아연광맥을 찾지 못했다. 주상도에나타난 곳
을 따라 파들어갔지만 광맥을 만나지 못했다. 시추때 시추 파이프가 휘어지
면서 정확한 위치에 혼선이 빚어졌을 것이다. 굴절된 지점을 거듭 찾아 파
들어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재굴진은 피했다. 짧은 구간을 시
추하다 중단한 적도 있다. 그것은 유난스레 강한 암석을 만났을 때다. 시추
비트는 공업용 다이아몬드였는데, 마모되면 손실이 컸다. 시추는 자체 시추
기도 있었고 광업진흥공사가 지원하는 시추기도 사용했다. <尹

기록에 남아있는 가장 오랜 시추 주상도는 1963년 작성된 상공부 산하 국
립지질조사소 황인전의 보고서에 수록돼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첫 시추

120. 울산박물관 소장 ‘울산광산 시추도’ 및 ‘시추현황표’에 있는 가장 늦은 시기의 주상도는 1990년 5월에 시행
한 것이다. 이 주상도에 표기된 시추목적은 ‘89-1 호공 착맥 광진하부 탐광’이다. 1989년에 시추한 1호공의
광맥에 연결된 광맥을 찾기위한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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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61년 6월 1일부터 16일간과 7월21일부터 34일간
모두 50일간이었다. 한국지질공업주식회사가 다이아몬
드 드릴로 모두 6개의 시추공을 뚫었다. 6개의 시추공
은 A1, A2, B1, C1, No1, No2라고 이름을 붙였다. 시
추 지점의 위치는 1200:1 지도에 표시했다. 이때의 시
추 깊이는 119~200m 였다. 첫 번째 시추만 직각으로
했고 나머지는 60~70도 였다. 채굴과정에 확인된 광체
의 전체 모습은 85도 가량 비스듬하게 놓여져 있었다.
6개의 시추코아를 검토한 결과 5개의 시추에서는 지하
20~150m에 철광석이 존재했다.
A1 시추공은 노천채광 터의 가운데(2호광체 중앙지
점)에서 수직으로 170m 까지 시료를 채취했다. 추출물
을 분석한 결과 지하 20m에서 품위 40% 안팎의 철광
석이 있었고 40m에서는 45% 이상 고품위 철광석이 있
었다. 그 아래에는 석회석・방해석 등이 여러 층을 이뤘
고 80~100m 사이에 저품위와 고품위 철광석이 협재했
다. 두께는 두껍지 않았다. A2, B1, No1도 비슷한 주상
도를 그렸다. 북쪽 해발 65m 지점에서 서쪽으로 70도
각도로 200m를 시추한 No.2에서만 석회석과 사문석
이 두껍게 나타나고 철광석은 없었다.
보고서는 시료를 금속학적으로 분석한 값을 제시했는
데 철과 비소 함량비도 있었다. 이 값은 달천광산이 생
겨난지 2천년만에 처음 측정한 것이었다. 측정값을 보면
A2에서 철광석의 평균 품위는 50.31%로 최고였다. A1이
40.70%로 가장 낮았다. 6개공 전체 평균은 44.61%였다.
비소의 품위는 A2가 1.0%로 가장 높았고 전체 평균품
위는 0.42%였다. 이 시추를 통해 매장량도 추산했다. 철
광석 45% 이상은 72만톤, Fe 30~40%는 30만톤, 철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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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1984년 5월에 시
추한 내용을 기재한 시추 주
상도. 위치와 650m까지 시
추한 내용이 윗부분에 적혀
있다. 아래는 최상부의 흙짐
에서 시작해 암석의 종류.두
께.색깔. 존재하는 깊이 등이
기재돼 있다. <울산박물관>

44% 분광 41만톤 등 총 1백72만톤으로 추정했다.
6개의 시추 결과는 지하채굴의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채광기술진들은 ‘울
산철광산 시추주상도’(Columnar Section of Ulsan Iron Mine)를 제시해 상
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지하갱도 개척을 요청했을
것이다. 이 결과는 20년쯤 뒤 수정됐다. 1980년대 시추결과 훨씬 더 깊은 곳
에까지 철광석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200m 지점에도 있고, 300m까지도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윤석원 수집품’에는 1975년 이후 시추한 주상도 17장이 한 묶음으로 남겨
져 있다. 첫 장은 범례(Legend)이고 나머지는 67개의 시추 주상도가 청사진
으로 구워져 있다. 이 청사진 외에 청사진을 굽기위해 작성한 원도와 트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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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페이퍼도 함께 보관돼 있다. 각 시추공의 번호는 ‘75-1’에서 ‘78-10’으로 돼
있는 것과 ‘U-1’에서 ‘U-49’로 표기된 것, 그리고 ‘S-1’에서 ‘S-8’까지 표기된 세
종류가 있다. 이 표기 가운데 75, 76, 78 등은 시추가 시행된 연도이며 뒷 번
호는 그해에 판 시추공의 순번이다. ‘U’는 울산광산의 영문자, ‘S’는 사문암의
Serpentine 첫 글자를 땄다.121) 모두 좌표는 표기되지 않았고 시추공 번호와
함께 굴진길이, 방향, 각도를 표시했다.
첫 장의 범례에는 암질과 광종을 15개로 분류하고 그것을 구분할 표시를
기재했다. 범례에 표기된 광종은 자철석(Magnetite) 중석(Scheelite) 사문석
(Serpentine) 방 해 석(Calcite) 혼 펠 스(Hornfels) 석 회 석(Limestone) 스 카 른
(Scarn) 유비철석(Arsenopyrite) 암맥(Dyke) 등이다. 현재 울산박물관에 보관
된 70년대의 주상도는 청사진의 청색이 많이 바래져 판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
다.122)
자력탐사는 시추에 앞서 지표면을 훑으며 자력을 이용해 탐사했다. 1961년

121. ‘S’로 표기된 주상도는 굴진길이가 짧다. 모두 50m 이하다. ‘MgO 30~34%’ 등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
문암의 영문자 Serpentine의 첫 자를 딴 것으로 보인다. 즉 사문암 채굴을 위한 시굴조사였다.
122. Hole No 76-1 주상도는 굴진길이가 350m, 방향은 S25°W, 각도는 80°이다. 주상도는 10m까지는 덮은 층
이고 그 아래부터 광상과 석질이 섞여 있다. 지하 35m에서 102m까지 혼펠스・스카른・석회석이 혼재한다.
107m까지는 자철광 또는 중석, 145m까지 혼펠스.스카른 교대, 180~197m 자철광 또는 중석, 215~350m 방
해석・석회암 교대로 읽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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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캐나다산 ‘Sharpe A-3 Magnetometer’를 도입해 현장에서 활용했다. 자
력이상(磁力異狀)의 세기를 파악해 철광석의 존재를 분석하는 기기였다. 자력
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나노 테슬라(nT) 또는 감마(r)이다. 이 기기로 중
요지점을 측정하고 등고선 형태로 기록을 남겼다. 1961년 3월 10×20m 간격
으로 조사한 기록에는 자력강도가 23,000r에 이르는 지점과 10,000r에 이르
는 지점이 각각 보인다. 이 탐사에서도 광체가 두 개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
질분석자 황인전은 5,000r 이상은 철광석 부존 범위로 본다고 기재했다.

<사진18> 1961년 3월 작성한 자력탐광도. 울산철광산에 대한 자력탐광도를 작성하면서 김영철이 착성하고 김원
조가 감수했다는 인증이 돋보인다.<울산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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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선 등은 1977년 울산 달천・호계・매곡 일원에 대한 중력 및 자력 조사
를 했다.123) 이 조사는 땅을 파보기 전에 개략적으로 매장물질의 특성을 이
해하기 편한 방법이다.124) 이 연구는 달천광산의 특이성을 이해하기 위한 목
적인데, 이미 60년대에 시추조사를 통해 지질이 상당 부분 해석된 뒤이기 때
문에 사후 검증 수준이었다. 따라서 결과는 스카른과 자철석 광상을 확인하
고, 석회암이 땅 속 50~350m 사이에 존재할 가능성을 보고했다. 또 중력이
상도를 강하게 반영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곳이 울산만~경주로 이어지는
북북서 방향 단층이며 너비가 60m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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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최광선・박희인・정봉일, 1977, 「울산철광산 부근의 지질구조와 광화작용에 관한 지질학 및 지구물리학적 연
구」, 지질학회지 제13권
124. 물체가 지닌 인력과 자성물질이 지닌 자력을 조사해서 땅의 특성을 파악하는 기법이다. 중력계(Gravimeter)
와 자력계(Magnetometer)를 이용한다. 중력은 중력이상도로 나타내는데, 밀도가 큰 물질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에 중력이상은 (+)로, 밀도가 작은 물질이 매장되어 있는 경우 (-)로 표시된다. 철광석이 매장된 지역은
중력이상이 (+)로 나타나고, 비철암석이 있는 경우 중력이상이 (-)로 나타난다. <두산 지식백과>

143

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7

구리·중석·사문석
공존의 함의
1) 신라의 종과 불상 재료공급 시사하는 구리
2) 공들여 회수한 중석
3)‘모팔모의 초강철검’ 첨가제 연상시킨 사문석

달천광산에서 구리가 화차에 실어나를 정도로 산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구리 산출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 없는 청동기시대 및 신라의 구리 공급처로
서 새롭게 검토할 자료다. 구리는 청동기시대뿐 아니라 통일신라 종이나 불
상 제작과 긴밀하다. 신라 경주에서는 청동을 다루는 공방터가 발굴됐지만
그때의 구리광산이 어디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다. 많은 양의 구리 수요를 시
사하는 황룡사 장육상의 경우 그 출처가 울산의 항구로 비정되는 것으로 보
아 그 공급처로서 달천광산이 검토될 수 있다.
달천광산은 철광석과 사문석뿐 아니라 중석과 비소도 상품으로 생산됐다.
사문석 산출은 달천광산에서 초기에 철광석을 녹일 때 자연스럽게 섞여 들
어가 용융점을 낮추는 기능을 했으리란 추정을 낳는다. 사문석은 포항제철
의 초기공정 조재제로써 다량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석과 비소는 철광
석에 섞여 철의 강도를 강화시키거나 원산지를 밝히는 시금석으로 작용하는
특이점이 있다.
달천광산에 비철 광석이 나온 까닭은 두 가닥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석회
암을 모암으로 하는 접촉변성광상이기 때문이다. 접촉변성광상은 금 은 동
을 비롯 희귀광석 등이 배태된다. 또 하나는 초염기성 마그마가 올라와 사문
석을 만든 카보네타이트란 특이 지질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카보네타이
트의 경우 희귀금속이 함께 배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신라의 종과 불상 재료공급 시사하는 구리
달천광산에서 구리를 채굴한 것은 1972년이다. 철광석을 노천채광하던 중
구리광체가 발견됐다. 화차 2대 분량을 캤으니 50톤가량이다. 호계역에서 열
차에 실어 장항제련소에 보냈다. 처음 확인된 구리채광 사실은 다양하게 음
미될 수 있다. 먼저 달천광산에서 산출되는 광석으로 철기뿐 아니라 청동기
도 생산했으리란 추정을 낳는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동에서 제철로 금속
제련기술이 전승・축적됐으리란 추정이다. 구리와 철의 제련 방식은 비슷하
다. 제련온도가 다를 뿐이다. 구리를 녹이는 온도는 1200℃이고 철은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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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25) 또 석탈해가 호공의 집터를 빼앗을 때 ‘조상때부터 대장장이였다’는
말의 방증이 될 수 있다. 석탈해에 앞선 선대에서 청동이나 철을 다뤘으리란
추정이다. 아울러 신라 사원에 울려퍼진 종과 불상, 왜국에 보낸 놋그릇의 소
재가 이곳에서 나왔을 개연성도 있다.
달천광산의 지하에는 철광석뿐 아니라 구리가 켜켜히 있는 사실이 여러번
의 시추에서도 확인됐다. 달천광산의 구리는 철에 앞서 오래 전부터 활용됐
을 가능성이 크다. 달천광산의 구리 활용은 청동기시대-삼한시대-삼국시대조선시대까지 이어졌으며, 그 연속성이 1972년 확인된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달천구리는 신라의 구리를 어디서 캤는지 찾지못한 고고∙금속학적 의
문을 풀 단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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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구리는 노천채광장의 중간쯤에 덩어리 형태로 캔 것으로 알려졌다.126)
중간쯤에서 캤다는 것은 과거에 그 위쪽에서도 캤을 개연성이 있다. 그 시점
이 청동기시대 또는 신라시대일 수 있다. 주상도를 보면 달천광산은 광상이
수직으로 켜켜히 배태돼 있다. 구리가 부존된 층도 여러 층에 걸쳐있다. 달천
의 광체는 점진적으로 풍화돼 왔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철과 구리가 동반되거
나 따로 노출됐을 것이므로 고대인의 눈에 띌 수 있었다. 달천광산 주변에는
청동기인들의 삶터를 지시하는 고인돌이나 주거지 등이 발견되는데, 이들이
달천구리를 처음 활용한 주인공일 수 있다.
달천에서 구리 광석을 채굴해 화차로 실어보냈다는 얘기는 달천에 근무했
던 직원에게 들었다. 그 직원은 충남공고 광산과 후배다. 1972년 내가 군
대 있을 때 일이라고 했다. 그 후배에 따르면 노천채광을 하던 철광석 채굴
장에서 구리광맥이 엉켜있는 것을 발견했다. 덩이 형태였다고 했다. 화차에
실어 장항제련소에 보냈다. 화차 2대분이었으니 50톤가량이었다. 화약으

125. 전덕재, 2013, 「통일신라 동・청동제품 생산과 유통」
126. 구리는 황화물을 함유한 황화동광(Copper Sulfides), 산화물 상태의 산화동광(Copper Oxides),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금속의 상태로 존재하는 자연구리(Native Copper)로 나뉜다. 자연구리는 고대인에게 최초의 금속
이었고 간편한 단조작업을 통해 도구를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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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파한 철광석 사이에 드러난 구리였을 것이다. 광물들은 그룹을 지어
뭉치는 경향이 있다. 후배가 본 그 구리 덩어리는 그렇게 뭉쳐있었을 것이
다. 나중에 지하 채광갱에서도 구리가 나왔는데, 대체로 덩어리가 아니라
맥상(脈狀)으로 나타났다. <尹

신라시대에는 다량의 구리가 사용됐는데, 그 생산지는 아직 한 곳도 밝혀
지지 않았다.127) 전덕재는 2013년 「통일신라 동・청동제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신라 중엽인 752년(경덕왕 11년) 신라왕자 김태렴 등 700여명의 사절단이 청
동제품을 7척의 배에 싣고 일본 조정과 고위 관료에게 판매했다는 기록을 소
개했다. 이때 신라산으로 유명한 ‘좌파리(佐波理)’128)라는 겹겹이 포개지는 청
동그릇도 선보였다고 한다. 이것은 대표적인 사례일뿐 그 외에도 구리 반제품
즉 동정(銅鋌)129)으로 거래됐다고 했다. 신라는 수출 뿐 아니라 국내에서 사
용할 구리를 가공한 공방이 신라왕경 근처 여러 곳에 갖추고 있었던 사실이

<사진1> 구리가 확인된 시추 주상도.
1986년 9월 지하 250m를 시추한 결
과 106.5m 지점에 0.4m 두께였고,
그 아래 122m 지점에 두께 1m로 확
인됐다. 구리(Cu) 함유율은 5~16%
였 다. 납(Pb)도 일 부 공 존 했 다. 이
구리를 채굴했는지 여부는 확인되
지 않는다. 107.5m 지점에는 황철석
(Pyrite)이 1m 두께로 존재했다. <울
산박물관>

127. 김소진 등은 2015년 「국내외 고대 구리 제련기술 및 유적에 대한 문헌적 고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
리나라에서의 청동기 연구는 출토 유물의 미세조직 및 성분분석을 통한 제작기술을 추정하는 것이 주를 이
루고 있으며 가장 초기 단계인 광석으로부터 금속을 만드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는 지금까지
과거에 가행되었던 광산과 제련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원인이 가장 크다 할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우
리나라에서도 구리의 제련이 행해졌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까지 발견된 구리 제련 도가니에 의해 추정할 수
있다.’
128. 좌파리 그릇은 일본 황실의 보물창고인 정창원(正倉院)에도 있다. 울산박물관은 2020년 11월 공개된 좌파
리 사진을 전시하며 신라시대 고 울산항(반구동유적)을 통해 건너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29. 동정(銅鋌)은 철정(鐵鋌)과 같이 실용품을 만들거나 거래하기 쉽게 다듬은 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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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발굴로 확인됐다.130)
한편 신라때 서축(인도)으로부터 대량의 황철이 사포(울산)에 도착했다는
신화적 서술131)이 있는데, 달천의 구리산출과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삼국유사의 ‘황룡사 장육132)’에 기록된 6세기 울산 사포(絲浦)에 등장한 황철
5만7천근(약 14톤)133)은 인도 아육왕(아쇼카왕 또는 전륜왕이라 불림)이 보낸
것으로 각색돼 있지만, 실제 울산 땅에서 생산된 금속일 가능성이 있다. 이 내
용은 삼국사기에도 실려있다. 사기는 ‘구리 3만5천7근으로 장육상을 주조했다
고 기술했다. 유사와 사기에 기록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사건임을 뜻한다.
황철은 당시에 노란빛이 도는 철을 뜻했을 수 있다. 지금으로 치면 황철석
에서 정제한 금속이다. 황철석의 존재는 달천광산에서 확인된다. 박기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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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울산의 철 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에서 달천광산의 광석광물 분류
항목에서 주 광물인 자철석 외에 황동석(黃銅石)과 황철석(黃鐵石) 등이 소
량 부존돼 있다’고 기술했다. 이때 소량이란 것은 철광석에 비해 적다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달천광산에서 구리 덩어리가 한꺼번에 50톤이 드러났듯 신라
중엽 이 광산에서 커다란 구리 또는 황철 덩어리가 발견된 것을 상정하면 여

130. 통일신라시대 구리공방 유적으로는 경주 황남동 376, 동천동 681-1, 서부동 19, 성동동 386-6 일대 등이 있다.
131. 신라 제24대 진흥왕(眞興王) 즉위 14년 계유 2월 장차 궁궐을 용궁(龍宮)의 남쪽에 지으려 하는데 황룡(黃龍)
이 그 땅에 나타나서 이에 고쳐서 절을 짓고 황룡사(黃龍寺)라고 하였다. 기축년(569년)에 이르러 담을 두르
고 17년 만에 바야흐로 완성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다 남쪽에 큰 배가 하곡현(河曲縣) 사포(絲浦) 지금
울주 곡포(谷浦)이다.에 정박하였다. 조사하여 보니 첩문이 있었는데 “서축(西竺)의 아육왕(阿育王)이 황철
(黃鐵) 5만7천근과 황금 3만푼 (별전(別傳)에는 철 40만 7천근, 금 천냥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것인 듯하다.
혹은 3만 7천근이라고 한다)을 모아 장차 석가삼존상을 주조하려고 하였으나 아직 이루지 못해 배에 실어
바다에 띄웠고 축원하여 ‘원컨대 인연이 있는 나라에 이르러 장육존용(丈六尊容)을 이루어라’라고 하고, 아
울러 일불이보살상(一佛二菩薩像)의 모형도 실었다.” 현의 관리가 장계를 갖추어 왕에게 아뢰니 사자를 시
켜 그 현의 성 동쪽 시원하고 높은 곳을 골라 동축사(東竺寺)를 창건하고 그 삼존불을 맞아서 안치하였다. 그
금과 철은 서울로 옮겨와서 대건(大建) 6년 갑오 3월, 사중기에는 계사 10월 17일(573년)이라고 한다.)에 장
육존상을 주성하여 한 번에 이루었다.이하 생략.
『삼국사기』도 황룡사 건립을 기록했는데 제4권 신라본기 진흥왕 조에서 ‘진흥왕 14년 봄 2월에 왕이 담당 관
청에 명하여 월성(月城)의 동쪽에 새로운 궁궐을 짓게 하였는데, 황룡(黃龍)이 그곳에서 나타났다. 왕이 이
상하게 여겨서 절로 만들고 이름을 황룡사(皇龍寺)라고 하였다.’라고 간략히 기록했다. 그리고 ‘진흥왕 35년
에 장육상을 주조했는데 구리는 무게가 3만5천7근이고 도금한 금의 무게가 1만1백98푼이였다‘고 기록했다.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32. 장육은 장육상이며 1장(丈)6척(尺) 높이의 인물상이란 뜻. 즉 1장 3m와 6척 1.8m로 4.8m 높이의 상.
13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제시된 신라의 무게단위인 1근(斤)=250g으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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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해석이 가능하다.
즉 발견 시기는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王卽佛’ 사상을 확립하려던 진
흥왕 치세기였다. 보고를 받은 왕실이 황룡사 불상에 착안하고 대대적 불사
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특히 5m 높이에 이르는 불상을 한 번에 성공시킨 왕
실의 공력과 기술이 신이적인 일로 각색됐을 것이다.
황철을 실은 배가 도착한 곳이 ‘사포’인 점도 연관성이 깊다. 달천광산을 중
심으로 고대 제련 및 수출산업이 활발했던 포구가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거
대한 황동불상 주조를 1년만에 단 한번에 성취한 왕실은 그것을 신화적으로
각색하는 요소로 전륜왕을 등장시키고 전륜왕의 사절이 도착한 항구를 설정
했을 것이다. 당시 항구는 태화강과 동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에 있었던 고
(古) 울산항134)일 가능성이 많다. 달천광산 바로 옆 상안천과 동천이 만나는
지점도 상정할 수 있지만, 동천강 충적속도를 확정하기 전에는 알 수 없다.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달천의 구리 산출과 연관지을 세 개의 기록이 있
다. 하나는 1427년 세종실록 권 36의 ‘달천 철석을 캐서 녹이고 담금질을 하
니 백동(白銅)과 비슷했다’는 기록이다.135) 또 하나는 1445년 세종실록 권 108
의 ‘울산군 동북쪽에 철산이 가득한 산에 붉게 이끼가 낀 것을 제련하면 동
이 될 것’이란 기사다.136)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울산군 조에 ‘철장이 군의
북쪽 달천리에 있는데 백동(白銅)과 철을 생산한다’는 기사가 있다. 백동의 주
원료인 구리는 달천철장에서 캤을 것이다.
이런 점들은 울산의 달천철장이 철기시대의 산실이었을 뿐 아니라 그 이전
의 청동기시대도 구리를 캔 것을 짐작케한다. 구리는 철보다 훨씬 낮은 온도
에서 주조될 수 있었기 때문에 청동기시대는 철기시대보다 1천~2천년 앞섰
134.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가 2008년 울산 중구 반구동 290 일대 충적지에서 대대적 발굴로 확인한 신라
관문항구. 목책과 망루 시설을 비롯 수십개의 둔테석 등이 발굴됐다.
135. 서성호, 2015, 「기록으로 본 울산 달천 광산」 재인용. ‘경상도 채방별감 백환이 철전을 바치며 아뢰기를, ’울산
군 달천 철석을 캐서 녹이고 담금질을 하니 백동(白銅)과 비슷하였습니다.‘(『세종실록』 권36, 9년(1427)
136. 서성호, 앞의글, ‘경상도 감사에게 유시하기를, 듣건데 울산군 동북쪽에 철이 산에 가득히 있는데, 혹 비로 인
하여 저절로 나기도 하고, 혹 캐내서 제련하면 수철이나 정철이 되기도 한다는데, 그 사이에 덩이가 붉게 이
끼에 묻힌 것이 있다고 하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제련하여 동(銅)이 될 것이라, 경은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
라’ 하였다.(『세종실록』 권108, 27년(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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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청동기시대가 빨리 구현된 곳은 바로 그 원료가 부존돼 있는 지역
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구리광석을 지니고 있었던 달천철장은 청동기를 누릴
유리한 여건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1972년 사례에 보면, 하나의 층리에서
발견된 구리의 양은 50톤이다. 이 양은 국가형성기의 작은 국가가 필요한 도
구, 무기, 장신구, 의기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장육상의 재료와 공급에 대해 위와 다른 견해가 있다. 김수진은 2015년 「
삼국유사 황룡사장육조의 조상(造像)과정 검토」에서 불상과 모양이 중국 북
제(北齊)의 영향을 받았고, 배에 실린 황철도 그곳에서 수송된 것이란 견해
를 냈다. 조선시대 달천광산의 백동산출 등 여러 사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이
논문은 배가 도착한 사포를 굴헐역(屈歇驛)으로 보았다. 그는 사포가 울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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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포구임이 분명하며, 뱃짐을 풀어 경주로 나른 곳은 굴헐역일 것이라고 추
정했다. 굴헐역은 내물왕이 일본에서 돌아오는 미사흔을 맞으러 나간 지금의
굴화리(堀火里) 인근 포구로 비정된다.
달천구리의 존재는 달천광산 구역 안에서 실시한 시추조사에도 나타나 있
다. 1986년 9월 29일 유림시추(조사자: 이헌주)가 250m 깊이까지 뽑아낸 시
료에는 여러 층에 구리가 있었다. 지하 106.5m 지점에 두께 40cm 규모의 구
리층이 확인됐고 구리 함유율은 15.5%였다. 122m 지점에 두께 1m 함유율
10%의 구리가 확인됐다. 107.5m 지점에서는 두께 1m 규모의 황철석이 확인
됐다.
이보다 앞서 1983년 6월 4일 세기지질(조사자: 고을규)이 고도 67m에서 직
각으로 600m를 시추한 주상도를 보면 지하 139m 스카른대에서 소량의 구
리가 확인됐다. 그 외에 1986년 7월 24일 유림시추가 고도 61m에서 직각으
로 지하 350m까지 시추한 주상도에도 지하 59m, 106m, 242m, 344m 지점
에서 구리가 확인됐다.
시추 주상도가 알려주는 지하의 광상과 지상부에서 풍화된 상태로 채굴된
광석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지하에 구리 광맥이 있다면 지상부
에도 있었던 것이다. 이 일대의 지층은 장구한 세월 풍화되고 깎여나갔기 때
문에 상부의 지질도 지하와 함께 연속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151

고대에는 청동을 만들기 위해 황철석을 제련하다가 그와 비슷한 철광석을
제련해서 철을 발견했다는 설이 유력하다. 달천광산에서도 그와 같은 연속성
이 없으리란 법이 없다. 그러므로 구리의 풍화양상과 달천광산의 특징을 연
구하면 청동기와 철기의 산실로서 달천광산의 가치가 새로 매겨질 수 있다.
2) 공들여 회수한 중석
달천철장은 중석137)의 존재를 모르고 마구 버린 적 있었다. 텅스텐이라 불
리는 금속의 원광석인 중석은 귀금속에 버금가는 광물이다. 철보다 훨씬 강
하다. 우주선 부품이나 바위를 파고들어가는 시추 비트 재료에 쓰인다. 이
중석의 존재를 나중에 알고 광미 찌꺼기를 쌓아둔 곳을 파내 되찾았다. 달천
광산의 중석은 이 광산에서 나오는 비소만큼 특이한 의미를 지닌다. 비소는
달천광산의 철광에 섞여 완성품이 된 뒤에도 그 원소를 근거로 원산지를 증
명할 수 있다. 중석 역시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포항제철 근무자들로 부터 달천의 철은 좀 강한 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
다. 그 이유를 곰곰히 생각해봤다. 중석이 포함돼 강도가 커진 것이라는 생
각이 들었다. 국내에서 철광석에 중석이 함유된 사례는 달천 말고는 없다
고 들었기 때문이다.<尹

달천철장에서 중석을 생산한 때는 1977년부터다. 서울대 지질학과 김수진
교수가 이곳을 둘러본 뒤 중석의 존재를 알려왔다. 달천철장이 철광석을 캐
서 선광하면서 자석에 붙지 않는 중석을 대량 버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였다. 김 교수로부터 이 얘기를 들은 본사는 발칵 뒤집혔다고 한다. 중석은
당시 한국의 중요 수출품이었다. 대한중석(주)이 강원도 상동광산에서 캐서
137. 원소기호는 W(wolfram). 텅스텐이라고도 불린다. 광물명(scheelite)은 스웨덴의 화학자 K.W. 셸(Carl
Wilhelm Scheele)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무거운 돌’을 의미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순수한 회중석의
결정형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괴상 또는 입상으로 발견된다. 백색으로 반투명한 것이 가장 많고 황색, 갈색,
회색, 녹색, 적색 등을 띠는 경우도 있다. <자연지리학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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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했는데, 혁명정부가 그 가치를 높게 여겼다. 철강맨 박태준 회장이 포항
제철을 맡기 전 이 중석광산의 사장이었다. 그런 광석이 버려져 있을 거라는
조언에 따라 본사는 따끔한 질책과 함께 ‘미네랄 램프’라는 작은 기기를 내려
보냈다. 이 램프는 중석을 식별하는 조명기기였
다.
중석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 중석 자체
는 반투명한 회색인데, 검은 철광석에 붙어있으
면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것을 분별하는 ‘미네
랄 램프’가 필요했다. 중석이 어둠 속에서 이 램
프 빛에 쪼이면 형광이 났다. 미세한 알갱이처럼

<사진 2-1> 근접촬영한 회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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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빛이었다.138) 이 램프가 달천철장에 공
급되면서 중석찾기가 시작됐다. 첫 번째 목표는
철광석을 물에 씼은 뒤 찌꺼기를 버렸던 침전지
였다. 중석 입자가 함께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됐
기 때문이다. 침전지는 선광장 옆에 3곳139)이 있
었다. 주로 윤석원과 조수 한 명이 밤 마다 형광
빛을 찾아 침전지를 탐색했다.

<사진 2-2> 미네랄 램프에 비친 회
중석의 형광.

철광석에 촘촘히 붙어있는 중석은 형광이 뚜렷
하지만 철광석이 파쇄・마광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산산조각나서 흩어졌다. 이물질과 섞인 중석의
형광이 뚜렷하지 않았다. 여러 번의 탐색 끝에 중
석을 발견했다. 이때부터 중석을 골라내는 선광
장을 설치하고 버려진 것을 회수하는 것과 동시
에 채굴된 중석도 골라냈다.

<사진 2-3> 중석은 회색이어서 회중
석이라 불리며 분말상태로 선광된다.

138. 울산박물관에 소장된 달천철장의 중석 표품을 보면 직경 1㎜ 안팎의 작은 알갱이 형상으로 검은 철광석에
붙어 있다. 흰 방해석이 함께 붙어 있어 육안식별이 쉽지 않다. 사진으로 근접 촬영하면 빛이 산란돼 반짝이
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139. 침전지는 선광장에 붙어있다. 맨 위쪽 16,000㎥, 두 번째 6,500㎥, 세 번째 2,500㎥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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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김윤환 광업소장님과 함께 노천채광장을 둘러봤는데, 소장님이 철
광석 조각에 붙어있는 콩알만한 중석광석을 찾아내 보여줬다. 그 때 그 중
석 알갱이는 유난히 컸다. 노란 빛이 도는 미색이었다. 철광석에 박혀있었
다. 소장님이 그 광석을 눈여겨 보고 앞으로 중요 산품으로 관리하도록 하
라고 말했다. 서울대 광산학과 출신인 김 소장님은 사실 내가 다닌 고등학
교 광산과 은사였다. 내가 이 광산에 온뒤 1년 뒤에 중견 간부로 부임해 왔
다. 당시에는 교사 급여보다 광산근무자 급여가 두배 가량 많았다.
그즈음 나는 서울대 김모 교수가 중석의 존재를 알려왔다는 얘기를 들었
다. 철광석을 선별하고 버린 광미 속에 중석이 함께 버려졌을 거라는 얘기
였다. 중석 입자가 너무 작아 눈으로 식별하기 어려웠다. 미네랄 라이트를
구입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탐광이 이뤄졌다. 미네랄 라이트를 들고 주로 그
믐밤을 택해 탐색했다. 먼저 침전지를 둘러봤다. 오거 드릴로 오래된 광미
를 파내어 분석하기도 했다. 노천채광 터에도 혹 흔적이 있을지 찾아봤다.
갱도 안에도 찾아봤다. 어두운 채광장에서 형광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니
밤 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았다. 중석이 분포하는 형태는 서툰 농부가 밭고
랑에 씨를 뿌린 것처럼 흩어져 있었다. 철광석에 박혀있는 모습이 어떤 것
은 드문드문, 또 다른 것은 촘촘했다. 크기도 제 각각이었다. 간혹 중석이
아닌 것을 보고 혼동한 적도 있었다. 윤활유가 묻어있는 암석도 형광을 냈
다. 착암기에서 틘 윤활유가 묻은 암벽이 그런 혼란을 줬다. <尹

달천광산의 중석 존재를 알려준 김수진140) 교수는 후배들의 학위 지도를
위해 울산에 왔거나 혹는 석조문화재보존에 관심이 많았던 터라 경주 방문
때 시료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가 알려주기 전의 지질 및 광상 조사에서는 중석에 대한 언급이 없
었다. 그러니 현장에서는 중석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예를 들어 초기의 광산
조사보고서에 중석이 언급되지 않았다. 달천철장 지질연구의 모본이 된 1963
140. 김수진 교수팀은 석조문화재보존팀을 구성, 2004년 울산시의 의뢰를 받아 반구대암각화의 풍화실태와 보
존대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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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공부 산하 국립지질조사소 황인전의 「울산철광산 보고서」는 자철석・황
철광・석영・석류석 등은 관찰했지만 중석에 대한 언급은 없다. 깊이 550m까지
4번의 시추를 통해 조사한 결과였지만 중석의 존재를 분별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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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1970년대 작성된 중석분포도. 중석 부존량을 깊이별로 측정한 도면이다. 노천채광때 지표 근처에서 확
인된 중석으로 추정된다. 수직갱도와 화약고 등이 표현돼 있다. 노란색 부분이 중석이고 함유율은 0.14~0.54%
사이다. 흔적(Tr) 정도로 미미하게 존재하는 상태도 기재됐다. 파란색은 석회암, 갈색은 혼펠스, 녹색은 방해석, 보
라는 스카른, 물결무늬는 맥암이다. <울산박물관>

1968년 5월 대한철광 자매사인 양양광업소 조사과 길영준이 작성한 「울산
광산 부근 지질광상 조사보고서」는 자철광과 사문암 외에 석류석・방연석・양
기석 등을 확인했지만 중석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또 1968년 12월 출판된
과학기술처 산하 국립지질조사소의 한국지질도 울산도폭 (Sheet 7020-1, 박
양대・윤형대 공동조사)의 울산광산 지질해설에도 중석은 언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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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중석에 대한 보고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기화는 1978년 「울
산철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에서 중석에 대한 광물학적 관찰결과를 처음
보고했다. 그는 논문에서 ‘회중석(灰重石)은 철광체의 북측에 분포하며 지하
60m 및 110m 채광갱과 노천 채굴장에서 보인다’고 기재했다. 뒤이어 ‘이 광
물은 맥상의 방해석에 수반되어 자철광체와 접하는 부분에서는 자철석 광체
안에 분포하며, 석영맥 주변에 분포하는 형태는 불과 1~20㎜ 크기로 점점히
흩어져 있거나 엷은 띠 형태로 분포한다’고 설명했다.
회중석이란 이름은 중석에 칼슘 성분이 많아 회색으로 보인데서 이름 붙
여졌다. 이 형태는 울산박물관이 보관하고 있는 달천철장 중석 표품과 거의
일치한다.
1985년 옥수석의 「울산광산의 지질광상에 관한 연구」에는 자철석에 수반
된 광물로서 회중석(WO₃: 70%)을 매달 5톤씩 생산한다고 설명돼 있다. 시추
조사 결과에도 중석이 확인됐다.
1977년 2월 중석 선광장을 준공하고 매달 3톤을 생산했는데 생산량이 차
츰 늘어났다. 그래서 그해 10월 선광장을 증설하고 매달 5톤씩 생산했는데
연산 60톤 규모였다.
침전지의 광미 가운데 중석 함유율은 3% 정도였다. 이 정도 비율로도 채
산성이 있었다. 금광의 경우 광석 1톤을 분쇄해서 3g의 금을 추출하면 채
산성이 있다고 한다. 그에 비하면 회수율이 높다. 게다가 이미 암석을 부수
는 파쇄작업과 잘게 가는 마광직업을 거쳤기 때문에 선광만 하면 회수할
수 있었다. <尹

생산된 중석은 초기에 마모에 잘 견디는 특수금속을 제조하는 스웨덴 업체
에 수출했다가 뒤에는 독일에 전량 수출했다. 중석의 채산성이 감소한 89년
8월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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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팔모의 초강철검’ 첨가제 연상시킨 사문석
사문석은 달천광산의 명맥을 10년 넘게 연장시켰다. 사문석은 철광석 광체
의 주변에 존재했으나, 그 존재감이 부각되지 않다가 포항제철에 납품되면서
부산물에서 주류 품목이 되었다.
사문석 가루는 철광석과 코크스를 넣어 녹일 때 첨가돼 철에 함유된 유황
성분을 조정하며, 소결광141)을 제조할 때 첨가하여 고로 슬래그의 용융온도
를 낮춰주는 등의 역할을 한다. 달천철장은 철광석과 사문석이 공존함으로
써 우수한 제철기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혜택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것은 고대의 제철 기법에서 철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조개껍데기를 조재
제로 사용했는데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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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달천광산 남동쪽 숲 속에 있는 사문석 노두. 사문석은 대부분 땅 속에 있다.(좌) 사문석 표면을 매끄럽게
갈면 무늬가 아름다워 건축자재로 쓰인다.(우)

근대의 쇠부리공정에서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조개껍데기를 가루로 만들어
제련로에 넣음으로써 철에 함유된 탄소・산소・유황을 적절히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이 기법을 터득하지 못했을 경우, 우수한 제품을 만들기 어려웠다. 또

141. 철광석을 녹이기 쉽도록 광석과 코크스 가루를 섞고 가열해서 다진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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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충주지역 제철에서는 조재제를 사용하지 않아 상당량의 불량품을 폐기
했는데, 나중에 이 폐기물을 다시 수집해 제철원료로 사용할 정도였다.142)
산화마그네슘이 풍부한 사문석 가루는 제철의 성상을 개선하는 조재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사문석이 달천철장에 함께 존재함으로
써 우연히 또는 자연스럽게 우수한 제철을 가능하게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143)

<사진5> 1980년대 사문석 채광장. 철광석 채광장에서 상안천을 너머 200m 떨어진 지점이다. 선광장이 있던 자
리는 사면안정화 작업을 마치고 논으로 활용했다가 지금은 달천운동장으로 이용한다.

142. 이남규는 2012년 「고려시대 제철유적 조사연구의 현황과 철 생산기술」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중세 충주지역 철제련에 있어 조재제의 미사용과 철회수율의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칠금동 유적
(中原文化財硏究院 2008)이나 豆井里 유적(中原文化財硏究院 2010b) 등 이 지역 고대의 제철유적에서 출
토된 철재의 분석결과를 보면 당시부터 조재제를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으며 그러한 전통은 중세에까지
계속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동시기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이미 칼슘분이 포함된 염기성의 조
재제를 제련에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중앙문화재연구원 2008), 고려시대 최대의 철산지였던 충주
일원에서는 그러한 기술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는 점은 하나의 의문으로 남는다. 그 결과 철광석으로
부터의 철회수율이 낮아 다량의 철분이 함유된 철재들이 제철지 주변에 막대한 양으로 폐기되고 그것이 결
국 근대 제철의 원료로 재활용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143. 역사드라마 ‘주몽’에서 대장장이 ‘모팔모’가 철제무기 제조과정에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다
가 황토를 넣어 녹이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설정이 있다. 사문석은 이와같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문석이 없는 지역의 제련과정에서는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조개 껍데기를 갈아서 넣었을 것이다. 한편 조
개 껍데기는 울산의 고대 저수지(사적 제528호로 지정된 울산 약사동 제방유적)의 제방을 축조하는데 시멘
트와 같은 응고제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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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석은 달천철장 광구 가운데 두 곳에 부존했다. 광산사업소는 이 두
곳 가운데 처음 채광한 곳을 A지구, 두 번째 채광한 곳을 B와 C지구로 나눴
다. A지구는 철광석 부존지역에서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이다. B.C지구
는 철광석 광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A지구에서는 1977년 2월 사문암 선광장
이 준공돼 매달 1,200톤씩 포스코에 납품했다. B・C지구에는 1981년 7월 사
문암 선광장이 증설됐다. 매달 1만3천톤씩 생산해 포스코에 납품했다. 포스
코에 납품할 때는 Mgo 35% 이상, SiO₂ 40% 이상, 입도 +4㎜ 이하 등의 조건
에 맞췄다.
1988년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대한철광(주)의 요청에 따라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A지구의 사문석 매장량은 2백30만톤으로 추정됐다. A지구 옆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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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사문석 파편들이 널려있다. 채굴장-경작지-공설운동장으로 차례로 변
한 부지 바로 옆 산비탈이다. 이곳에는 다양한 색깔과 패턴을 지닌 사문석을
볼 수 있다.
A지구는 이력이 다채롭다. 채광이 끝나고 논으로 개척됐다가 현재 달천공
설운동장이 돼 있다. 또 이곳에서 캔 사문석은 당초에는 광물이 아니었고,
우리가 포항제철에 납품하면서 법정광물로 등재됐다.
A지구 면적은 약 2만평이고 구 가운데 광체 하부면은 약 5천평 된다. 그때
나 지금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다. 그러니 토지활용이 까다롭다. 이
곳은 우리 광업소보다 앞서 사문석을 캐는 업체가 있었다. 사문석은 그때
까지 광물이 아니고 골재였다. 우리 회사가 그 업체의 사업장을 매입할 때
까지 그 업체는 발전기를 돌려서 골재를 생산했다. 포항제철은 사문석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자 우리 회사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안을 강구하도
록 요청했다. 아울러 제련산업에 사문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발부해줘
서 개발제한구역의 까다로운 제한을 풀었다. 뒤이어 사문석을 법정광물로
등재해 채굴과 관련된 사무를 광업법에 적용되도록 했다. 광업법은 여러
제한을 넘어설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사문석 광물을 쉽게 캘 수 있었다. 사문석 채굴을 마친 뒤에는
159

인근의 흙을 넣어 논으로 개간했다. 회사직원이 농사를 짓다가 농민후계단
체에게 무상경작토록했고, 최근에는 북구청이 토지를 사들여 운동장을 만
들었다.
B・C지구는 농서초등학교 뒤쪽 해발 50m 이하 부분을 작업 편의에 따라 B
와 C로 나눴다. 해발 20m 정도까지 채굴하고 중단했다. 사문석 광맥은 지
하로 계속 뻗어 있겠지만 총 매장량은 계산하지도 않았다.
사문석이 광물로 지정되면서 경북 안동에 2곳의 사문석 광산이 개발돼 포
항제철에 납품했고, 충남 홍성에도 1곳이 개발돼 광양제철에 공급하기도
했다. 선구적 역할을 한 달천광산은 2002년으로 퇴역했다. <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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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8

역사특허 분쟁 가릴 비소
1) 진한 대 변한 제철발상지 논란 끝낼 시금석
2) 국내 철광산 미량 비소와 비교
3) 달천광산 비소가 확인된 유적
4) 광산 명운 걸렸던 비소 함유율

고대의 제철품에서 비소가 검출되는 것은 달천광산 철광석으로 만든 것
뿐으로 알려져 있다.144) 이 때문에 비소는 고대 제철사를 추적하는 연구자에
게 제철 원산지를 찾는 지남철이다. 비소는 달천광산의 독보성을 드러내는
바코드로 여기는 연구자도 있다.145)
지금까지 고대 제철의 발흥지가 진한(辰韓) 사로국인지 변한(弁韓) 가야국
인지 분명치 않다. 어떤 학자는 울산 달천광산 일대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학자는 김해가 철의 왕국이라고 주장한다. 이 혼란은 중국 역사서가 한반도
의 고대 제철산업장을 기술하면서 변한과 진한을 구분하지 않고 ‘변진(弁辰)’
으로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이다. 또 일제 강점기에 역사를 배운 학자들이 역
사서를 쓰면서 임나일본부설을 절충해 뒤섞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80년대 들어 금속분석을 통해 비소성분을 검출하게 됐고, 고고
학적 발굴성과가 축적되면서 ‘변진 국출철(弁辰 國出鐵)’의 실체를 밝히는데
바짝다가섰다. 김해 지방에 발굴된 철제유물에서도 비소가 검출되면써 그
철의 원산지가 울산 달천광산임을 알게됐다. 달천광산 발굴조사에서 왜・낙랑
계 토기가 출토됨으로써 교역관계를 풀게 됐다. 그러니까 비소는 일종의 역
사 특허권 분쟁을 푸는 핵심증거가 됐다. 이 분쟁만 매듭되면 교과서도 수정
되고 나아가 몇몇 연구자들이 개척하는 쇠부리길146)과 아이언 로드147)의 출
발점도 밝힐 수 있다.

144. 박장식은 2005년 Archaeometry 47에 실은 「Estimation of the Age of a Pre-Industrial Iron Site in Korea」
에서 ‘달천광산의 자철석은 비소성분을 함유한 특이성이 있었고, 고대의 한반도 광산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비소가 발견된 곳이 없었다’고 기술했다.
신경환・최영민은 2012년 『한반도의 제철유적』에 수록된 논문 「한국 고대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연구」
에서 김해 충주 대구 등 8개 지역 15개 철제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분석한 결과 ‘비소(As₂O₃)는 울산 중산동
유적에서만 확인됐다. 그 외 지역의 철광석에서는 비소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달천광산 철광석의 유통
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더 많은 자료의 확보가 있어야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145. 김광수, 2017, 「울산 달천유적을 통해 본 대외관계」, 울산사학 21
146. 쇠부리길은 철광석을 수송하고, 철을 만드는 곳을 연결하는 길이다. 이창업.이철영은 2009년 울산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가 기획한 교양서 『그리움이 묻어나는 울산의 옛길』에서 울산 달천광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연결된 쇠부리길을 탐색하고 향토사적 가치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권병탁은 1972년 『한국경제사 특수연
구』에 실은 「한국의 용광・용선 수공업」에서 달천 철광석을 통해 전개된 근대 수송산업로를 제시했다.
147. 김권일은 2013년 울산박물관이 발행한 『울산 鐵 문화』에 실은 「울산지역의 제철 문화」에서 달천광산을 기점
으로 마한-낙랑-예-왜 등을 잇는 고대 아이언 로드(Iron Road)를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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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비소가 함유된 유비철석. 흰 암석은 방해석이고 검은 부분은 철광석이다. 비소는 이 광석 속에 함유돼 있
지만, 분쇄와 선광 작업을 거쳐 분리된다. <울산박물관>

1) 진한 대 변한 제철발상지 논란 끝낼 시금석
달천철장에 비소의 존재를 처음 파악한 것은 1964년 달천광산에서 자원을
캐려던 시점이었다. 달천 철광석을 수출하기 위한 품위검증 과정에 비소가
검출됐기 때문이었다. 뒤따라 주목을 받게 된 것은 고고학적 필요성 때문이
었다. 1980년대에 야금학자인 윤동석・신경환 등이 고대 철제유물을 금속학적
으로 분석하면서 달천철제품의 비소 함유율과 특이성을 밝혔다.148) 이에 대
한 주목도는 1990년대 중산동 고분군 철제유물 발굴과 경주 황성동 제철유
적 조사에서 더욱 높아졌다.
황성동 유적 조사에는 일본 학자가 참석하면서, 달천과 고대 일본의 연관
성을 탐색하는 단서로 부각됐다. 일본제철 연구자 오오자와 타다키(大澤正己
)는 1993년 「한국의 철 생산-경주시 소재 황성동유적 개보에 붙여」에서 ‘황성
148. 김동원은 2000년 「김해 양동리 고분군 출토 철제유물의 현미경적 관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반부터 비로소 금속유물에 대한 자연과학적 조사가 시도되기 시작했는데, 윤동석을 필두로 최주・신경환・
이남규 등 일부 학자들의 고대 출토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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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유적에서 비소검출을 보았는데 앞으로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철기분석에
서 산지(産地)를 판정하는 지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소검출은 달천광산의 역할을 중시해 온 권병탁.문경현의 연구를 뒷받침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됐다. 권과 문이 달천광산에 투입한 열정은 특별한 바
있었고 이 분야 연구자들을 자극했다. 이즈음 김해 대성동 가야 고분군에서
출토된 주조괭이149)에서 검출한 비소는 많은 상상을 일으켰다.
박장식이 2003년 조사한 이 자료는 가야권 제철 소재가 달천광산에서 제
공됐다는 뜻을 담고 있었다. 대성동 고분은 김수로 왕릉과 가까운 곳에 있
다. 박장식은 가야고분의 철제 출토품에서 비소성분을 분석해 그것이 달천광
산 산품임을 입증했다. 2000년 경성대박물관팀이 김해 대성동 고분군 발굴
때 #18 고분에서 출토된 주조괭이 파편을 시료로 삼아 전자현미경・질량가속
분석기 등으로 금속의 조직・용도・조성연대 등을 분석한 보고서였다. 이 보고
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해외 전문지에도 게재됐다.150) 이 논문은 한반도에 제
철기술이 도입된 2세기 전후의 지정학과 첨단산업에 대해 ‘서기 2세기 전후
철광자원과 제철기술이 연관된 지정학적 조건은 국가의 성립과 쇠망을 좌우
하는 핵심 요소였으며, 그때의 제철산업은 20세기 컴퓨터 산업과 같았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달천광산과 관련, 주 목되는 점은 출토된 주조괭이(Axshaped Cast Iron Artifact)에 포함된 비소 성분이었다. 보고서는 ‘제철 과정
에 철의 성질을 변화시키기 위해 비소를 첨가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철 속
149. 주조괭이는 기원전후에서 6세기까지 유적에서 발굴되는 철제유물이다. 괭이처럼 생겼으나 무덤에서 발굴
됨으로서 당시로는 매우 중요한 부장품으로 간주된다. 일본에서는 도끼날에 주목해 주조철부(鑄造鐵斧)
라 부른다. 이 철제품의 성격에 대해 두 견해가 있다. 하나는 당시의 핵심 산업인 농업을 위한 기구로 만들
어진 완성품이란 설이다. 또 하나는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기 위한 반제품이란 설이다. 김도헌・김권일은 농
기구설을 주장한다. 김권일은 2012년 「한반도 고대 제철문화의 검토」에서 “주조괭이의 제작은 기본적으로
1,200℃ 이상의 고온이 필요한 기술적 특징과 더불어 대구경 송풍관의 제작, 용범의 대량 생산, 선철 소재와
목탄의 확보, 대규모의 인력 동원, 생산품의 광역적 유통 등 복잡하고 고도화된 기술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력을 필요로 한다. 앞에서 살펴본 주조괭이 생산유적이 모두 대규모 생산체계인 점은 이를 잘
반증해 준다. 이처럼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여 생산한 주조괭이를 용해로에 다시 녹여 다른 철기를 만든다
는 것은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150.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Vol.10, No,3(2004), 「Estimation of the Thermal History, Usage
and Age of a Korean Cast Iron Arti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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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소는 의도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됐기 때문에 철광석의 원산지를 지시한
다’며 ‘현재 한국에서 비소가 포함된 철광은 달천광산 뿐이기 때문에 김해에
서 발굴된 비소함유 철제유물은 달천광산이 원산지’라고 밝혔다.
아울러 ‘달천은 김해로부터 67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품의 거래형태는
원광이기 보다 반제품일 가능성이 짙다’고 해석했다. 달천 현지에서 주조괭
이 형태로 제련돼 다발로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발굴된 주조괭이의
제조시기는 질량가속분석기로 측정한 결과 지금으로부터 1776±23년 전이었
다. 즉 서기 244년으로 가야가 신라에 병합되기 2~3세기 전에 매장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논문은 울산, 즉 진한 사로국에 있는 달천광산이 철광과 제철의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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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러나 이 논문은 그렇게 과감한 결론은 내리지 않았
다. 원산지를 달천이라 밝히면서도 발굴된 주조괭이의 거래 주체를 변한(弁韓
)의 가야(伽耶) 지역으로 규정한 것이다. 철 원료의 산출지를 진한(辰韓) 사로
(斯盧) 지역으로 판독하고, 나아가 초벌 생산지역도 진한으로 보면서 거래 주
체는 변한 가야로 설정한 것이다. 이렇게 설정한 근거로 중국의 사서 위지(魏
書 Weizhi)의 영문 해석본151)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연구추세를 보면 거래 주체를 변한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며 진
한이라고 단정지을 수도 없다. 해석의 원자료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 (三國志
魏書 東夷傳)의 기술이 애매하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박의 금속학적
연구결과는 이 엇갈림을 해소할 주요 단서임에도 판단을 유보한 느낌이다.
그 배경에는 기존 역사학계가 주장해온 가야 중심 제철론이 아직도 무겁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의 더 먼 배경에는 박이 인용한 중국 사서의 애매성에도 있다.
중국의 5대 정사 가운데 하나인 삼국지의 원문은 변한과 진한으로 나누지
않고 ‘변진’(弁辰)이라고 묶어놨다. 게다가 두 나라가 섞여 살았다고 기술했
다. 모호한 구분은 사서를 편찬하던 3세기 중국인이 보는 한계로 여길 수 있
151. G. L. Barnes, The Rise of Civilization in East Asia the Archaeology of China, Korea and Japan, p. 216,
Thames and Hudson, London (1999).

165

다.152) 거기에 적인 문구는 널리 알려진 바인데 아래와 같다.
國出鐵 韓濊倭 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나라에 철이 나는데 마한, 예, 왜가 모두 사간다. 시장에서의 매매는 모두
철로 이뤄지는데, 중국에서 돈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다. 또 낙랑과 대방 두
군에도 공급했다.)

이 서술로는 변한 가야 얘기인지, 진한 사로 얘기인지 분별하기 어렵다.153)
그래서 학자에 따라 다르게 풀어 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문경현의 「신라의 철산」(1994년 신라문화제 학술발표문)
‘신라의 전신인 진한(사로국)에서 일찍부터 풍부한 철을 생산하여 동북아
시아 전역에 수출한 철국이란 사실이 기원 3세기에 편찬한 진수의 ’삼국지‘
변진조에 보인다.’
②윤동석의 「고신라 철기유물에 관한 연구」(1988, 대한금속학회보 Vol.1)
152. 문창로는 2017년 「삼국지 한전의 삼한 인식」에서 ‘(삼국지 동이전의) 변.진한이 섞여 살았다는 기록은 일부
진・변한 제국이 낙동강 양안 지역에 섞여있어 중국인들 눈에 그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이해된다’고 해석했다.
153. 철 생산 출처와 관련 중국의 역사서는 혼란을 일으키게끔 기술돼 있다. 식인풍습같은 터무니 없는 부분도 들
어있으므로 가려 읽어야 한다. 철 생산 관련 주목할 사서는 후한서 동이열전과 삼국지 동이전이다. 비숫하지
만 지명에서 다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철생산지에 혼동을 주고 있다. 후한서(後漢書)는 송(宋)나라 범엽
(范曄, 398~445)이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후 220년까지 후한(後漢)의 역사를 기록했다. 중국 4대 정사의
하나인 이 역사서의 동이열전(東夷列傳) 편은 ‘韓은 세 종족이 있는데 하나는 馬韓, 둘째는 辰韓, 셋째는 弁
辰이다’고 서술했다. 그러면서 마한 진한 변한을 차례로 설명하고 ‘진한’ 난에서 아래와 같이 철 생산을 언급
했다. ‘그 나라에는 鐵이 생산되는데 濊ㆍ倭ㆍ馬韓이 모두 와서 사간다. 모든 무역에 있어서 鐵을 화폐로 사
용한다.' 이 문맥의 앞뒤를 보면 진한이 철 생산국이다. 진한은 신라 지역이다.
다음으로 철 생산지가 등장하는 사서가 삼국지(三國志)다.
역시 중국 4대 정사에 속하는 이 책은 진(晉)나라의 학자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것으로 위 서(魏
書), 촉서(蜀書), 오서(吳書)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위서(魏書)의 동이전(東夷傳)은 한(韓)조 항목을 세우
고, ‘(韓에는)세 종족이 있는데 하나는 馬韓, 둘째는 辰韓, 셋째는 弁韓이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마한을 설명하고 진한과 변한 차례에서는 두 나라의 풍토와 풍습을 섞어버렸다. 서두에는진한・변
한을 구분한 것과 다르다. 헷갈리기 십상이다. 그래서 ‘변진’ 항목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됐다.
‘나라에서는 鐵이 생산되는데, 韓ㆍ濊ㆍ倭人들이 모두 와서 사간다.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鐵로 이루어져
서 마치 中國에서 돈을 쓰는 것과 같으며, 또 (樂浪과 帶方의) 두 郡에도 공급하였다.’
이 문맥을 보면 변진이 철 생산국이다. 이때의 위치는 변인지 진인지 모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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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한에서는 철이 산출되어 주위의 제국을 비롯 낙랑 대방2군은 물론 예・
왜의 제국과의 사이에 철의 교역을 중개하여 상무교섭도 빈번하게 이뤄진
것 같다.’

③김권일의 「울산지역의 제철 문화」(2013, 『울산 철 문화』, 울산박물관)
‘변진의 철 중에는 울산 달천광산에서 생산된 것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 울산지역은 초기 철기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제철문화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끼칠
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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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울산문화재연구원의 『울산달천유적 3차 발굴조사보고서』
‘달천철장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면 그 역사는 삼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삼한시대에 변진의 쇠는 유명하여 자체수요는 물론 한, 예, 왜, 이군
에까지도 공급하였고, 교역에 있어서는 마치 중국의 화폐처럼 쓰였다. 달천
철장은 이 변진의 쇠 가운데 주된 역할을 하였다.’

⑤ 성정용의 「가야지역의 철 생산과 유통양상」(2018. 호서사학회, 역사와
담론)
‘삼국지 위서 동이전(三國志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가야의 전신으로 알려
져 있는 변한에서 나오는 철이 한예왜(韓濊倭) 뿐만 아니라 낙랑·대방군까
지 공급되었으며, 철이 중국의 화폐와 같이 사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①②③④ 는 진한 사로국을 철의 생산 및 거래 주체로 본 반면 ⑤ 는 변한
에서 철이 나왔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다른 가운데 박장식의 논문은 변한의
가야설에 접근돼 있다. 진한 사로국에 속한 달천의 철광산지와 제철기술을
제시하면서도 가야설을 지지하는 형국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변진에 대한 각각 다른 해석은 교과서를 비롯 정부의
문화정책에 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나아가 임나일본부설을 둘러싼 식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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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비판론과도 맞물려 있다. 지방정부와 언론・소설가까지 한쪽에 편승하는
문제도 낳고 있다154). 정밀한 비교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수 있다. 결국
이 문제는 금속공학과 지질학 등 엄밀한 자연과학적 근거로 풀 수밖에 없다.
철의 성분을 분석하고 그 성분과 일치하는 지질이 맞춰질 때 산지와 유통지
가 규명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비소 분석이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근접해
있다. 기존의 학설과 충돌하는 부분을 자연과학적 자료로 극복할 필요가 있
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발굴한 철제유물에 대한 금속학적 연구가 시급히
요망된다.
박천수는 2007년 「고고학을 통해 본 신라와 왜」에서 6세기 이전 일본열도
에서는 철을 자체생산할 수 없어 철정과 같은 중간소재를 수입해서 철기를
제작했다고 본다.155) 그런 관점에서 5세기 전엽 일본 나라현(奈羅縣) 대화(大
和) 6호 고분에서 출토된 철정(鐵鋌)156) 무더기에 주목한다. 그 고분에서 대
형 철정 282개, 소형 철정 590개가 출토됐는데, 모두 신라산으로 추정했다.
그 근거로 5세기 중엽 경주 황남대총에서 나온 철정의 끝 부분이 호상(弧狀)
을 이루고 양 측면이 비대칭적이란 점을 들었다. 또 애지현(愛智縣) 이세산(伊
勢山)중학교 유적에서 출토된 철정도 대화 6호분과 동일한 것으로 봤다. 이러
한 관점은 금속학적 연구가 뒤따르면 판명될 수 있다. 즉 신라산이라면 달천
광산 철광석을 활용한 울산 중산동이나 경주 황성동 제철단지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비소가 검출될 확률 또한 높다.
한편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만한 논문이 나왔다. 이도학은 2018년 「변
154. 2018년 3월 ‘KBS 스페셜’은 2차례에 걸쳐 가야제철을 부각시켰다. 삼국사기에서 김수로와 석탈해의 둔갑술
로 경쟁하는 신화를 인용해 가야가 우세했다고 설정했다. 그러면서 가야의 철기기술의 증거로 출토된 철정
(鐵鋌) 덩어리를 제시했다. ‘철정이 곧 가야를 의미한다’는 해설도 등장한다. 이것은 김수로 집단이 철을 독점
하고 생산·관리한 증거이며 가야가 누리는 부의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라에 철이 생산되어
....’ 라는 동이전 변진조를 인용하며 그것이 곧 가야에 대한 역사적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이 다큐멘터리 제
작에는 국립김해박물관, 김해대성동고분박물관, 영남매장문화재연구원 등이 자료 및 촬영에 협조했다.
155. 박천수, 2007, 「고고학을 통해 본 신라와 왜」, 호서고고학 21
156. 철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작된 덩이쇠다. 고대에는 현재의 돈과 같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대 대형 무
덤에서 발굴된다. 전국적으로 출토되며 영남지방이 압도적으로 많다. 영남지방에서도 달천철장이 있는 경
주・울산 지방이 많다. 철제품의 중간소재인 철정은 오늘날 철강회사에서 수요자가 용도에 맞게 쓰도록 공급
하는 긴 막대모양 빌렛(Billet)이나 판자 모양의 슬래브(Slab)같은 반제품과 비슷하다. 고대 그리스 유적에서
도 양날을 가진 청동도끼(Labrys)가 무더기로 발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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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출철’ 논의 검증과 의미」에서 변한이 아니라 진한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가야하면 흔히들 철의 왕국이라는 관념이 뇌리에 박혀있다. 금관가
야가 철의 왕국이었다면 문헌에서 입증되고 3세기 이전 대규모 철장이 확인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과 한국의 사서를 검증했더니 한결같이 진한을 지
목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진한에 속했던 울산에서는 대규모 철장 뿐 아니라
왜와 낙랑 등과 교류한 물증도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문헌과 물증이 부합하
는 울산 달천철장이 국출철의 현장이며, 가야는 철의 소비처로서 역할을 했
다’고 결론지었다.
나아가 ‘그럼에도 변한 가야 제철설이 한일 학계의 통설을 넘어 정설로 좌정
하고 있다’며 그렇게 된 배경에는 60년전 사학자 이병도 등이 설파한 오류에

한
반
도
철
기
시
대
살
찌
운

2'
천
년
통
조
림
'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이병도는 1959년 을유문화사에서 간행한 『한국사 고대
편』에서 ‘임나부(任那府)란 것은 일종의 공적 상관(商館)으로서 후에 정치적
내지 군사적 활동을 겸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관점을 피력했다. 이
관점은 일본 과과서 내용과 비슷하다고 지적됐다. 이도학은 일본의 2001년
일본 부상사에서 간행된 중등 역사교과서를 근거로 지적했다. 여러 종류의 교
과서가 한결같이 ‘야마토 조정은 철 자원을 얻기위해 바다 건너 반도 남부의
임나(가라)라는 곳에 군사를 보내 거점을 다졌다고 생각되어진다’는 내용으로
서술했다. 이도학은 이런 점에 비춰 만약 ‘변진의 철’이 아니라 ‘진한의 철’이라
면 가야에 왜상관을 운영했다는 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
재 이 지적을 반박하는 어떤 논거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한반도 제철 발
상지라는 역사문화적 권리는 울산 달천광산에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2) 국내 철광산 미량 비소와 비교
철광석에 비소가 함유되는 사례는 국내에서 여러 곳이다. 그러나 이 사례
는 고대 제철품의 출처를 판별하는데 역할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왜
냐면, 달천광산 외에는 비소함유율이 극히 미미하다. 0.01% 이하이면 선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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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소・용융 등 제철과정에 제거된다는 것이 야금학자들의 견해다.157) 또 비소
를 미량이나마 함유한 철광산 대부분이 고대에 채광됐다는 보고가 없기 때
문이다.
소칠섭・김선억은 1971년 『고려대학 생산기술연구소 연구보고』 제2권 제1호
에 전국 47개 철광산의 품위조사표를 제시했다. 이 표에는 비소를 함유한 철
광산이 20곳이었다. 달천광산을 제외한 19곳의 비소 함유율 평균값은 0.12%
다. 그런데 달천광산 한 곳만 그 평균의 10배에 이르는 1.07%였다. 이 조사표
가 의미하는 것은 달천광산이 비소성분으로는 별종임을 나타낸다.
국내 최대철산인 양양철산은 0.00%, 자은철산 0.04%, 물금철산 0.06%, 김
해철산 0.00% 등이다. 비소의 함량비율이 제철의 최종 산품에 미치는 영향
이 있기 때문에 분석했을 터인데, 이 보고서에는 없다. 다만 1964년 달천광
산에 대한 비소분석 자료에 따르면 선광과정에 비소함유율을 낮추면 정광으
로 납품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평가했다.
주목되는 것은 고대의 철광원산지를 추적하는 사안에 있어서 비소 성분이
주효한가 하는 문제다. 고대에 사용된 철광산 가운데 비소가 미량이나마 존
재한다면, 비소만으로 달천광산의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대에는 비소
의 존재 자체를 식별하지 못했고, 배소과정에 걸러내는 기법도 있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3) 달천광산 비소가 확인된 유적
지금까지 달천광산의 비소가 포함된 철광석으로 철을 만든 것으로 확인된
유적은 10여곳이다. 울산 경주 청도 주변에 있는 제철유적은 100여개소로 알
려져 있다. 시굴 및 발굴 조사가 이뤄진 곳은 40여개소다. 이 가운데 김권일
이 2013년도까지 조사해서 『울산 철 문화』에 기재한 비소의 검출유적은 11곳
이다.

157. 비소의 농도의 검출한계는 0.01%이하다.(주사전자현미경의 금속조직을 조사할 때)-울산달천유적 3차발굴
조사 ,2010, 울산문화재연구원, 울산달천유적출토물의 자연과학적분석결과 (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충
남대학 노태천 등 참여. 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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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환과 최영민은 2012년 『한반도의 제철유적』에서 한국 고대 제철관련
유물의 금속학적 연구성과를 정리하면서 국내에서 발굴된 철제유물 가운데
비소성분이 확인된 곳 3개소를 열거했다. 울산 중산동 유적 1・2・3이다. 이 보
고서를 보면 달천철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
정됐다. 울산 중산리(원삼국 후기), 경주 모화리. 덕천리. 문산리, 경주 황성
동 등이 5~19km 반경 안이었다. 40km 떨어진 경북 청도군 신원리에도 비소
가 검출됐는데, 이곳은 근대 무쇠솥 집산지였다. 이곳 역시 달천 철광석을 가
져간 흔적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곳은 2018년 울산연구원 문화재센
터가 학술조사한 북구 대안동 쇠부리터1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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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2018년 울산연구원 문화재센터가 발굴조사한 울산 북구 대안동쇠부리터. 이곳 제철로 옆 흙더미에 남
아있는 철광석을 분석한 결과 비소가 나왔다.

울산 근동 100여개소의 제철유적은 대부분 달천광산의 철광석을 이용했
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금속학적 조사과정을 거친 곳은 부분적이다. 1980년
대 까지는 분석기술과 비용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가운데 1990
년대 들어 발굴자들이 의욕을 가지고 금속의 정밀분석을 의뢰함으로써 비소
158. 이 쇠부리터에서 채집한 철광석 시료는 2010년 울산문화재연구원 안재호와 충남대학 노태천 그리고 일본
국립민속박물관의 古塚秀治 등 3인이 공동조사한 결과 비소농도가 0.26%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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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가 파악되기 시작했다.
광산공학 분야에서는 훨씬 이른 시기에 비소분석이 있었다. 1960년대 후
반 달천광산을 본격개발할 때 철광석 안에 비소가 과도하게 함유돼 있어 이
것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몰두한 적이 있었다. 마광과 선광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했다. 그러나 금속분석이 정밀하지 않았때에는 비소의 존재를 몰랐을 것
이므로 당시에 제작된 철에는 비소 흔적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00년 김해시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온 철제유물의 비소검출은 앞에
서 살펴본 바처럼 특이한 사례다. 대성동 비소는 역사의 해석을 바꿀 잠재력
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비소 함유 철제유물 발굴지역>

유적명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울산
경주
경주
경주
경주
경주
경주
청도
김해

비소 함유율(%)

달천광산
0.033
(古塚秀治 外 2010)
중산동 1(798-2)
1.05
용범조각. 2010(신경환 외 2010a)
중산동
2 0.75
중산동
3 0.62
대안동 쇠부리터
0.26
안재호 노태천 등
둔기리유적		
(조선시대 무쇠솥 철괴편
천상리 평천유적 Ι 지구 		
주조박편(大澤正己. 長家伸 2005b)
방리 야철지		
박장식 2004b)
황성동 524-9
황성동 886-1
모화지 유적지
1.01
철광석 / 정광용
용명리 제철유적
0.37~0.10
노바닥 / 정광용
덕천리 야철지
문산리 		
신경환 외 2009b
신원리 야철지
대성동 고분		
주조괭이 박장식

4) 광산 명운이 걸렸던 비소 함유율
달천광산에 비소가 존재하는 것은 호재와 악재로 동시에 작용했다. 비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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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모성이 큰 베어링을 만들거나 착색제 등으로 사용된다. 그런 반면 비상
(砒礵)이란 이름의 살충제나 독극물 요소로 활용돼 왔다. 유비철석은 선광장
에서 철광석과 중석이 선별된 뒤 추출됐다. 12년간 1만1천5백톤이 생산됐다.
“비소는 회색 가루 형태였다. 비소 함유율 35%짜리 가루를 생산했다. 중석
을 생산할 때 부산물로 생산됐다. 그것을 유비철이라고 불렀다. 비소란 이
름이 가지는 자극적 느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유비철은 달천 전체 철 생
산량의 1%에 조금 미달됐다. 자철광은 28년간 124만톤을 생산했다. 유비
철은 12년에 걸쳐 1만1천5백톤이었다.
비소는 처음에는 버렸다. 중석이 있는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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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버릴 때 같이 버려졌다. 그러다 중
석을 선광하기 시작한 1977년부터 비소를
분류했다. 비소는 업자들이 먼저 사가려고
경쟁을 하기도 했다. 값은 비싸지 않았다.
그래도 경쟁이 심해 구매권을 서울 본사에
넘겨야 할 정도였다. 중석을 선광한 뒤 비
소를 채집했다. 입자의 크기는 -4㎜에서
+100mesh 이하이며 철광석 입자규격과
비슷했다. 비중선광법을 사용했다. 두 광물
의 비중이 비슷하다.
비소는 부산물이다. 탱크 안에 분말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했다. 독성을 걱정하는 얘

<사진2> 재단법인 금속・연료종합연구소가
1964년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로 보낸 비소분
석 결과 회신문. 제목에는 ‘울산광산 철광석의
비소분 제거방법 연구의뢰에 대한 회신’이라고
기재돼 있다.

기가 있지만, 비소가 인체에 유독한 상태가
되려면 섭씨 600도 이상 고온으로 태우던지 pH4 이하 강산에 접촉시켜야
하는 것으로 안다.” <尹

비소는 제철산업 측면에서는 불필요한 물질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래서 철광석을 선별할 때 비소 성분을 제거하는 문제가 등장했다.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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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광개발주식회사가 그 전의 소유자로부터 광산을 매입하기 위해 기초조사
를 하던 1964년 5월 16일 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비소로 인한 어려움을 표
현했다.
'광물조성이 좀 특이해서 물리적 선광법으로는 철광석 중에 함유된 비소를
0.02% 이하로 감소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광 중에 함유된
비소를 0.02% 이하로 낮추려면 다시 배소(焙燒: 광물을 녹는 점 이하로
가열해 성분을 개선하는 것)하는 방편을 써야 한다.
정광 중에 0.48%의 비소가 있다. 정선을 하다보면 감소될 것이다. -200
mesh로 정광 하니 0.17%로 낮아졌다. 그러나 –325 mesh로 선광 해도
0.02% 이하로 낮추기 어렵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1964년 2월 4일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개발부가 작
성한 ‘울산철산 조사보고 및 광업권 평가내역’에는 ‘대전분석소가 철 44% 비
소 0.07% 시료를 20 mesh 이하로 체질하고 자력(磁力)선광한 결과 평균품위
66% Fe와 페널티 이하 (As –0.02%)가 가능하다’고 기록했다. 이 기록이 생산
되기까지 과정은 복잡했다.
1964년 비소로 인해 달천광산의 명운이 오고갔다. 철광석에 함유된 비소
를 제거하지 못하면 광산을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상공부 장관까지
주목할 정도로 심각했지만, 결국 해결책을 찾았다. 이같은 내용은 1964년 5
월부터 10월 사이 달천광산을 개인에게 사들인 상공부와 개발 담당인 대한
철광개발주식회사, 그리고 광물성분을 분석하는 재단법인 금속・연료종합연
구소 사이에 오고간 문서에서 읽혀진다.
1964년 10월 30일 달천광산 재개발을 도모한 상공부 예하 대한철광개발
주식회사 직원들은 국립지질조사소 대전시험소 선광과 과장 노해룡(盧海龍)
이 보낸 ‘선광시험보고서’를 받고 큰 힘을 얻었다. 직원들은 서너달 전 민간연
구소로부터 비소제거불능이란 연락을 받고 낙담해 있던 터였다. 자칫하면 민
간에게 사들인 광산을 놀릴 판이었다. 물론 그때까지 달천광산이 지닌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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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은 몰랐을 때였다. 그때 비소문제 해결책이 없었다면 달천광산은 황량한
폐광으로 남거나 택지로 전면 개발됐을 수 있었다.
노해룡 보고서의 결론은 달천광산 철광석이 함유한 비소는 상품성에 흠
이 없는 0.02%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으며, 66% 고품위 철을 생산할 수 있다
는 것이었다. 원광석을 아주 작은 알갱이(-20 mesh)로 간 뒤 습식으로 자력
선광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비소는 석영이나 방해석 등과 함께 철광석에 붙
어있기 때문에 잘게 부수면 단체(單體)159)별로 분리되고 그것을 비중이나 자
력으로 선별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얼마나 잘게 부수느냐의 문제였다. -20
mesh로 마광(摩鑛)하는 것은 쉬웠기 때문에 큰 문제를 푼 셈이었다. 지난
여름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긴 것이 가을이 되면서 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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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1964년 7월 20일 황기엽(黃基燁)은 ‘울산광산의 철광석의 선광시
험’이란 16쪽 짜리 보고서를 대한철광개발에 보냈다. 이 문서의 맨 아래에는
‘재단법인 금속연료종합연구소’(財團法人 金屬燃料綜合硏究所)가 찍혀있다.
이 기관이 문서생산처임을 알려준다. 이 연구소는 1961년 대한석탄공사와 대
한철광주식회사 등이 출연해 설립된 민간연구소였다. 1966년 KIST의 설립
에 관여한 기구였다. 이 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는 달천광산이 지닌 비소문제
를 선광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을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문서에서는 달천
광산을 울산광산이라 불렀다. 지명이 경상남도 울산군 농소면 달천리 때의
문서다.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의 의뢰로 시험을 한다고 돼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달천광산은 대한철광개발에 속한 국영기업이었다. 이 시험목적은 ‘Fe 정
광(精鑛) 품위를 55%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As 함유율을 0.02% 이하로 낮추
는 것’임을 명시했다. 아울러 시료의 광물조직과 단체분리도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시험은 1964년 5월 16일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사장이 재단법인 금속
・연료종합연구소 소장에게 보낸 것으로 돼 있다. 제목은 ‘울산광산 철광석
의 비소분 제거방법 연구의뢰’라 적혀있다. 내용은 ‘울산광산 철광석의 비소
159. 단체(單體)는 화합물의 상대되는 용어로 한 종류의 원소만으로 된 물질. 흑연과 금 또는 수소기체와 같은 홑
원소물질(simple substanc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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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As分) 함유량을 0.01% 이하로 억제키 위한 선광방법을 연구하시와 조속
히 회보해 주시기 바람’이었다. 이 문서에 사장 날인이 찍혀있는데, 다시 사장
의 전결 사인이 된 문서가 4일 뒤에 생산됐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상공부 장
관이 참조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장관까지 관심을 가질 사안이었다. 혁명정
부 초기의 경제재건에 대한 몰입도를 반증한다. 기안 내용은 비슷했다. 다만
‘1964년 5월 19일자로 구두지시하신 울산철산 재평가 계산서와 비소제거 선
광시험 결과 및 전망에 대해 유첨과 같이 제출합니다’란 문구가 포함됐다. 유
첨에는 ‘비소제거 선광시험 결과보고’가 적혀있다.
시험의뢰를 1964년 5월 18일 했는데, 1964년 5월 21일자로 시험결과를 제
출한다고 기안됐다. 그런데 정작 이 시험을 한 황기엽의 결과 보고서는 1964
년 7월 20일자로 작성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확보한 자료
만으로 보면 상공부가 달천광산의 철광석을 캐고 비소문제를 해결해서 수출
고를 올리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황기엽의 보고서는 달천광산의 1964년 상황을 이해할 단서를 준다. 시험자
료로 받은 시료는 세 가지였다. 첫 시료 A는 표토 부근에서 풍화작용을 많
이 받은 것으로 돼 있다. 즉 노천채광 산품이다. 단체분리도가 95%에 달하
고 정광품위도 높다, 더욱이 비소 함유율은 0.02% 미만으로 ‘Trace’(흔적을
남길 정도를 극미한 수준)정도에 불과하다고 기재했다. 둘째 시료 B는 시추
로 뽑은 것이었다. 즉 ‘Core B-1’라 표기했는데, 이것은 1961년에 실시한 6개
의 시추코아 가운데 하나다. 이 시료에는 비소가 ‘Trace’ 정도여서 이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했다. 다만 셋째 시료 C는 갱 안에서 채취한 것이었다. 이 갱
은 2호 광체에 만들어진 갱도이다. 여기서 채취한 시료는 단체분리도가 낮고
비소함유율도 높아 비소를 제거하기 위해 배소(焙燒)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
야 한다고 적혀있다.
아래는 1964년 달천광산 철광석 화학분석 값이다. 2천년 광산역사에서 처
음으로 우리나라 기술진이 분석한 성분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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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e

As

S

SiO₂

노천

41.42

0.05

0.25

22.86

시추코아

48.60

Trace

0.19

22.70

갱내

63.60

1.14

이 시험결과에 따라 A시료 즉 노천채광 철광석은 한 차례 자력선광으로도
정광의 품위 및 실수율이 높고 비소도 0.02% 미만으로 떨어지므로 선광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B시료는 A시료와 함께 마광(摩鑛)과정, 즉 원광
을 갈아 분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65~100 mesh에서는 단체분리를 통해 철광
석만 선별되었다. 현미경 검사 및 화학분석에서도 비소는 ‘Trace’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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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시료는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할 시료로서 많은 시험조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이 시료는 2호 광체 채광갱에 있는 철광석이었다. 이 철광석에는 유
비철석과 석영이 미립자 형태로 끼어 있다. 이 입자들은 10~30 micron으로
마이너스 325 mesh로 마광해도 단체분리가 어려워 적어도 10 micron 정도
로 마광해야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잘게 미광하는 것도 어렵지
만, 그렇게 했을 때 자성(磁性)을 잃어버려 자력선광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
다. 따라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은 배소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시추 주상도에 곳곳에서도 유비철석의 존재가 확인된다. 비소를 다량
함유한 이 광석은 깊이에 따라 연속된 층리를 이룬 것으로 위치에 따라 두께
가 엷게는 20cm, 두껍게는 200cm에 이르렀다. 분포된 곳은 해발고 1m부터
였고, 해발고 –70m 아래에서는 거의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비철석이 교대로 분포한 사이에는 석회석 철광석 방해석 등이 훨씬 두껍게
분포했다.
대표적으로 3개의 주상도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해발 53m에서 수직
으로 450m 깊이로 시추한 주상도(1985년 4월, 시추공 번호 85-1)에는 지하
96m 지점에서 20cm 두께로 존재했고, 석회석이나 스카른 층을 지나 11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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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에서 50cm 두께로 분포했다. 또 120m 지점에서는 유비철석이 무려 2m
두께로 나타났다. 해발 61m에서 수직으로 350m 깊이로 시추한 주상도(1986
년 7월, 시추공 번호 86-1)에는 지하 65m 지점에서 70cm 두께로 존재했고,
110m 지점에서 중석과 섞여 나타났다. 그 이하 350m 까지는 방해석 석회석
스카른이 교대했다. 해발 48m 지점에서 북동 방향 80도로 250m 경사지게
시추한 주상도(1986년 9월. 시추공 번호 U-86-3)에는 47m 지점에서 20cm
두께, 53m 지점에 120cm 두께로 확인됐고 그 아래 70m 까지 6차례 교대로
나타났다. 70m 아래 250m까지는 더이상 나타나지 않고 구리나 납 등이 대
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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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9

도시행정이 뒤흔든
땅의 혼
1) 용도지역 변화와 토건개발
2) 문화재 가치판별 논란
3) 비소파동과 토양정화
4) 폐광 이후 사라진 것과 남은 것

달천광산은 택지개발 열풍에 밀려 캘 광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광이 서
둘러졌다. 이로 인해 땅의 교란이 있었다. 고대의 역사를 간직한 땅은 묻히거
나 깎여나갔다. 그러나 광체의 뿌리는 지하 깊이 간직돼 있고 그 위의 땅이
자투리나마 남아있다. 떠들썩했던 토양오염 문제는 실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
이 막연한 의구심으로 남아있다.
달천광산을 특징지었던 석회암・철광석・석류석 등은 하천제방 곳곳에 박혀
있다. 학교 공원 등에 기념되어야 할 재료들이다. 광산인들의 발자국이 찍힌
길도 서너 군데 남아있다. 옛 지형을 밟으며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길이다.
예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공원화된 부지에 띄엄띄엄 남아있다. 이 나무를 식
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옛 장소를 알려주는 지표 역할을 한다. 광산운영에 필
요했던 기자재는 모두 없어졌고 사무실 터와 민가만 몇 채 남았다.
1) 용도지역 변화와 토건개발
1997년은 묘한 시기였다.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지하갱도 채광이 중
단된지 얼마안된 시기였다. 광역시로 승격하면서 도시계획이 바뀌고 토지의
용도가 바뀔 시점이었다. 4년 전에 지하 철광석 채굴이 중단됐다. 매장량을
남겨둔 상태였다. 3단계 채광장인 지하 225m 지점까지도 채굴량이 남아있었
다. 게다가 지하 315m 지점까지 수직갱을 개설한 상태였다. 그곳에는 90m
두께의 두툼한 철광석이 잔존해 있었다. 그것을 캐기 위한 채광설계도 준비
된 상태였다. 그런 시기에 채광이 중단됐다. 광부 구인난으로 인한 채산성 문
제가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천광산 일대는 택지개발업자에게 노다지였다. 땅값이 쌌다. 광업이 침체
된채 황폐해진 땅은 어떤 용도로도 가치를 띌 성 싶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의
아파트 건설붐에 비추면 황금알을 낳을 만한 땅이었다.
이 땅은 1987년 도시계획변경때 산림보전지역이 됐다. 그 주변의 녹지는
1972년께 그린벨트로 묶였다. 도시 외곽을 숲으로 둘러싼 전원지역 숲의 기
능이 강조됐다. 개발이 쉽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많지 않았다. 199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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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역이 됐다. 이때까지는 광역시로 승격되지 않아 모두 경상남도의 도
시계획 승인에 따른 조치였다. 광역시로 승격된 이듬해인 1998년 도시지역
에 편입됐다. 이때까지도 건설교통부 고시에 따른 조치였다. 마침내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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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달천광산 주변 땅의 변천을 보여주는 도시계획도. 1987년 산림보전지역, 1995년 준농림지역, 1998년 도
시지역, 2000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천했다. 2004년에는 달천공원이 있는 곳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로 지정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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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2000년 달천광산 일대는 울산
광역시 고시로 자연녹지지역이 됐다. 이와 아울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편성돼 대규모 아파트지구로 개발승인이 났다. 주변에는 평탄한 땅이 많
았다. 집을 짓고 학교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땅이 있었다. 그런데
달천광산의 고대역사가 산재한 주변만 몽땅 개발용지로 바꿨다. 달천광산 중
앙부만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란 이름으로 남겨졌지만, 주변에는 아파트와
학교・도로 시설로 바뀌었다. ‘2000년 3월 10일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0-33호’
는 달천광산 2천년 역사를 바꿔버렸다.
달천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도 뒤늦게 지정됐다. 달천
광산을 파고 묻는 작업을 하던 중 비소와 문화재 문제가 겹쳐지면서 설정됐다.
토지개발이 결정된 지 4년이 지난 2004년 12월 4일의 고시였다. 그보다 한 해
앞선 2003년 4월에는 달천광산 광구등록의 중심지인 북구 달천동 산 20-1 일
원 자연녹지 68,392㎡를 울산광역시 기념물 제40호(울산광역시 고시 제 200361호)로 지정했다. 지정신청은 울산시 문화재 부서가 아니라 북구청이 했다.
북구청은 북구문화원(원장 이병우)의 요청을 받아들인 형식이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이때 해당 부지의 소유주는 ㈜성우종합건설(서울 서초구 서초동
1424-2)이었다. 성우종합건설은 현대시멘트를 모기업으로 하는 성우그룹 계열
사였다. 개발대상이 된 부지의 소유권은 2004년에는 BNG스틸에서 현대산업
개발로 바뀌였다. 지역사회에서는 이 때의 도시계획 변경이 가지는 의미를 충
분히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2002년 이례적으로 이 지구의 개발계획
을 기자실에서 브리핑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현대산업개발(주)이 달천 현대아
이파크 1,974가구를 3차에 걸쳐 건설할 구상이 들어있었다. 이 계획이 알려지
자 문화재와 비소로 인한 토양오염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20일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는 비소오염 문제로 3년여간 난항
을 겪던 달천광산 부지에 대한 현대산업개발(주)의 아파트건립계획을 조건
부 통과시켰다. 심의대상은 울산 북구 천곡동 산 176 일대 50필지 16만6천㎡
(5만3천6백평)이었다. 지상 16~23층 23개동 1,974세대를 짓는 계획이었다. 건
축심의위원회에서는 건물색채, 벽면녹화 등의 조건이 제시됐을 뿐 달천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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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년사를 위한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160)
2005년 1월 20일 울산시 건축심의위원회 당시 울산지역 일부 언론들은 ‘지
역의 고유한 역사성을 간직하면서 자연환경과 건축이 하나가 되는 생태적 주
거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예찬했다. 또 ‘삼한시대 이후 철 생산지로 알려진 북
구 달천동 일원을 주변 택지개발에 발맞춰 테마공원으로 개발해 지역의 역
사문화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키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
성한다’고 동조하고 있다. 당시의 언론 보도를 보면, ‘역사문화자원의 복원을
통해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자긍심도 심어 지역문화가 창출된다’ 또는 ‘간벌과
보식으로 임야를 건전하게 보전한다’는 기사가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2005년
4월 1단지 1012가구 분양에 들어가 성공적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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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2005년 중앙 행정부 정기감사에서는 중금속에 오염된 폐광지역에
아파트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담당 책임자 등에 대
한 중징계 요구가 있었다. 2007년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 개발이 잘못된 것임
을 지적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개발을 막기에는 늦었다.
2) 문화재 가치판별 논란
아파트건축이 시작됐지만 먼저 문화재 부분에서 제동이 걸렸다. 북구문화
원은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 조사결과에서 언급된 달천광산의 의미를 부각시
키고 조사와 보존대책을 울산시에 요청했다. 이 결과 울산시문화재위원으로
선임돼 있던 경북문화재연구원 원장 박영복, 위덕대 교수 박흥국, 경주대 교
수 김창호 등이 2002년 11월 24일 현지 조사를 하고 의견서를 냈다. 조사대
160. 경상일보는 2005년 1월 21일자에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울산시 북구 천곡동 옛 달천광산부지 일대 비소
오염문제로 3년여간 난항을 겪어오던 이 일대 아파트건축사업이 울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사업추
진이 본격화된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올들어 첫번째 건축위원회를 열어 현대산업개발(주)이 신청한 북구
천곡동 산 1 일원 주택건설사업(천곡 I파크) 등 4건을 조건부 가결하고 1건은 재심의 조치했다. 현대산업개
발은 이에 따라 오는 3월 이 일대 50필지 5만3천599평에 지상 16~23층 규모의 아파트 건설사업(1천974세
대, 23개동)에 착공, 오는 2007년말 완공할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이날 건축승인조건으로 건물색채계획
재검토, 콘리리트옹벽 벽면녹화, 녹지율 상향, 일부 동 조경 및 광장 조성, 절곡부분 재검토 등 9가지를 제시
했다. 북구 옛 달천광산 일대 아파트사업은 중금속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돼 학교부지 일대 토양복
원계획을 놓고 환경단체와 관계기관, 업체가 지난 3년간 마찰을 빚어왔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초·중·고 학교
예정부지에 대해 내년 3월께까지 완벽한 토양복원을 전제로 최근 교육청과 합의를 마쳤다"며 "아파트 착공
과 함께 토양복원공사를 동시에 실시해 공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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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는 울산 북구 달천동 산 20-1 외 3필지 68,392㎡였다. 이때의 보고서에
는 ‘이 땅의 서쪽은 굴착돼 있고 동편에는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다’고 적혀있
다. 실태조사가 시작된 시점은 달천광산 외곽이 상당부분 개발된 상태임을
알려준다.
조사자 의견은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공식적인
보존의견으로는 가장 이른 것이었다. 세 위원이 주문한 내용은 ‘삼한시대 이
래 철광석 산지였고, 삼국시대에는 기반산업으로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
으며, 조선시대에는 생산량이 많았다. 그래서 역사적 가치가 있으므로 문화
재로 지정하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 방치된 상태를 정비하고 유적지가 더 이
상 훼손되지 않도록 문화재로 지정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의견
에 따라 심의 및 공고 절차를 거쳐 2003년 4월 24일자로 ‘울산시 기념물 제40
호’로 지정됐다. 면적은 성우종합건설이 소유한 북구 달천동 산 20-1 39,600
㎡와 북구 천곡동 산 176 28,700㎡, 그리고 민간인 소유인 북구 천곡동 산
177-1 92㎡였다. 이 부지 아래에는 지하 채굴장이 있는 곳이었다.
문화재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매
장문화재로 인해 새롭게 발굴조사할 필요가 생겨났다. 2006년 여름 조사는
많은 논란을 만들었다.
2006년 8월 29일자 국제신문은 ‘달천철장에서 기원전 2세기 채광유적 발
굴’이란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울산시 북구 천곡동 산
172 일원 25,115㎡에 대한 발굴조사 사실을 알린 것이다. 조사의뢰기관은 현
대산업개발이었다. 이 기사에서 고대제철사 전공자인 전 제주박물관장 손명
조는 ‘역사 교과서를 바꿀만한 사료일 수 있다’고 했고, 전 부산대 고고학과
교수 신경철은 ‘달천철장 철이 김해지역까지 유통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실었다. 사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부언됐다. 아파트 시행사
측에서는 비상한 사태였을 것이다.
이 보도가 있은 지 하루 뒤의 현장설명회에서는 미묘한 흐름이 있었다. 8
월 30일 오후 2시 발굴현장에는 취재진과 문화원 관계자 등이 전례없이 많이
모였다. 발굴지역은 황토보다 붉은 흙이 구릉을 이뤘는데, 최근에 판 발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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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은 더욱 짙은 색감을 주고 있었다. 발굴터 아래에는 포클래인이 옛 채굴장
구덩이를 메우고 있었다. 주변에는 온통 아파트와 학교를 건립하느라 분주한
모습이었다. 발굴단장이 설명하고 발굴지도위원들의 의견이 오고갔다.
이때 다른 의견이 노정됐다. 설명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
료가 잘못됐다는 해명이 발굴단에서 나왔던 것이다. 사전에 배포한 설명서에
는 ‘수직으로 파내려간 구덩이에서 (철광석을) 채광한 흔적이 확인됐다’고 기
록했다. 채광흔적이 있으니 채광유적이라는 것인데, 그 증거가 불충분하고
조사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잘못된 증거나 논리가 제대
로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대・영남대・동아대 고고학 교수로 구성된 발굴지도
위원들도 혼란스럽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혼란이 매듭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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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않았다.
어리둥절해진 기자들 사이에서도 혼선이 빚어졌다. 의심스러운 행태를 지
적하는 기사가 작성된 반면에 증거불충분으로 잘못됐다고 말한 연구자 말이
옳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 석연찮은 이 설명회 다음날 발굴단 측에서는 임
시 이사회를 열어 야기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과는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
았다.

<사진2> 2006년 8월 30일 달천유적 발굴현장 설명회 모습. 전례없이 많은 시민이 찾아와 관심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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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상황을 목격한 울산 북구문화원은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 울
산시청, 한국고고학회에 좀 더 치밀한 유적조사를 요구하는 장문의 건의서를
올렸다. 조사방식을 사업자가 비용을 대는 것이 아니라 국가예산으로 학술조
사해 주기를 요청했다. 사업자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을 장치가 필요했던 것으
로 보인다. 또 달천철장 뿐 아니라 제철유적이 산재한 북구 중산동 이화유적
지도 함께 조사해 주기를 요청했다. 이들의 요청은 명분은 있었지만 작은 문
화원으로서는 힘에 부쳤다. 북구문화원의 요청문은 다음과 같다.
문화재청/청와대 바른역사기획단/국립중앙박물관/경주박물관/울산시청/
한국고고학회 귀하

울산 달천철장 관련 문화재위원회가 진행되는 시기에 건의서를 전달하는
것을 양해바랍니다. 울산 달천철장과 관련된 사안은 울산시민에게 매우 중
요하고, 비상한 상황에 처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달천철장의 유적조사
와 관련, 아래와 같이 건의합니다.

①조사방식은 학제간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철제품 성분분석을 통해 보급경로를 살펴볼 금속학, 채광과 광석을 싣고
110곳이나 되는 쇠부리터로 수송하면서 생겨났을 산업경제를 살필 경제산
업사학, 언어 민속 설화 등을 통해 한일제철교류를 파악할 비교문화학자들
의 공동연구가 필요합니다. 달천철장을 오래 연구해온 한 학자는 달천철장
의 역할과 그 시기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전 학국학 연구에 획기적 전환
점이 된다고 했습니다
②조사대상은 달천철장 뿐 아니라 제철문화 흔적이 산재한 인근지역을 포
함해 주십시오.
문화재청은 2002년 달천철장에서 이웃한 이화중학교 예정부지에서 원광
을 제련한 유적으로 추정되는 노벽(爐壁)과 슬래그를 확인한뒤 발굴을 미
뤄놓았습니다. 이번에 이 유적도 함께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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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련유적이 확인된다면 채광(採鑛)-제련(製鍊)-주조(鑄造)-단야(鍛冶)
로 이어지는 제철공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수 있을 것으로 여깁니다.
1990년대 조사한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은 위의 4단계 가운데 주조・단야
부분만 확인되고 앞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원광은 울산 달천철장
에서 가져간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③조사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학술조사방식을 병행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행된 시굴조사는 아파트사업자가 비용을 댔습니다. 이번 경우
에는 기업체 부담도 크거니와 조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야 될 달천철장 성격규명은 긴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조사하기를 바랍니다. 현재 국가 소유인 이화중학교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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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할때는 학술조사형식이 돼야 할 것입니다.

울산문화재연구원이 울산 달천철장에 대해 시굴조사 결과 기원전 2세기
쯤 철광석을 채취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달천에서 지금부터
2200년전 철을 만들었다는 것이 확증되면 그것은 최첨단산업을 가지고
있었음을 뜻하며 이 작은 반도국가를 유지해준 핵기지와 같은 것이라고 생
각합니다.
지금 한반도는 역사전쟁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란 자
국이기주의로 북한지역에 변동이 생기면 한강 이북지역은 자기네 땅이라
고 우길 태세입니다. 일본은 동해안방사성물질공동조사니 하는 빌미를 붙
여 독도를 빼앗을 공작을 꾸미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고대 한반도 세력분포를 확고히 밝혀줄 가능성이 큰 유적이
나온 것은 매우 상징적인 행운이라고 여겨집니다.
위로는 초강대국 한(漢)나라의 압력을 밀쳐내고, 아래로는 저미한 왜(倭)
를 제압한 힘이 울산 달천철장에서 비롯됐음을 고대 문헌과 오늘날 학자
들이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훗날 영토주권 문제가 벌어졌을 때 달천철장
유적이 가치있는 역할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제침략때 명분의 하나로
그들은 고대에 가야지방을 통치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들이댔고, 신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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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가 신라를 정벌해 조공을 받았다는 날조된 신화를 교과서에 싣고 선전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을 살펴볼 때 달천철장에 대한 성격규명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책무일것입니다.
달천철장의 성격은 이번에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달천
철장이 아파트부지로 바뀌기 때문에 다시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 유적 일원을 확인없이 덮어버릴 경우 작게는 2세기전부터 최근
까지 2200년간 유지된 기념비적인 채광유적지를 잃게되고 나아가서는 3
세기 중국 역사가들 조차 특이하게 본 한반도 남부지방의 첨단산업을 입증
할 자료를 잃게될 것입니다.
시굴조사가 이뤄진 장소는 달천철장 인근 부지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를 짓기위해 부지정지중입니다. 전체 부지 6만평 가운데 2,000평 정도가
유적지로 남겨지면 업체에 피해가 있겠지만 후세에 역사적 분쟁에서 우위
를 점할수 있는 가치와는 비교할수 없을 것입니다.
2006년 9월

3) 비소파동과 토양정화
2002년 달천광산이 주택지로 바뀌려던 시점, 2년 사이에 광산의 주인이 세
번 바뀌었다. 새 주인들은 광산업자가 아니었다. 광물개발보다 택지개발에
관심을 쏟았다. 지하에는 캘 수 있는 철광석과 사문석이 있었지만 채광의지
는 미미했다. 알려진 이유는 광부를 구하기도 어렵고 채산성도 낮다는 것이
었다. 그런 틈새에서 바뀐 지주는 택지전환이란 쉬운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
됐다.
8만평의 부지에 1만세대의 아파트를 짓는 구상이 발표됐다. 주택보급률을
높이려는 울산시와 개발이득을 추구하는 지주의 뜻이 맞았다. 지주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인 현대산업개발이었다.
2천년 광산이 택지로의 전환이었다. 곱씹어 볼만한 현상이었다. 이때 개발
에 저항하는 듯한 징후가 나타났다. 그 징표는 비소문제의 대두였다. 준금속
(semimetallic) 원소인 비소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인식 때문에 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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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끌었다. 비소는 달천광산이 지니고 있던 비장의 무기처럼 작용했다.
개발론자 앞을 막아선 복병이었다.
2002년 2월 26일 울산MBC에서 달천광산 내 비소의 존재를 알리며 토양오
염 문제를 제기했다. 이 보도를 시작으로 토지개발의 성격・범위・내용에 대한
의문이 속출했다. 비소가 이의제기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비소의 독성에 대
한 선입견이 주거지 개발에 강한 거부감을 불렀다.
2002년 12월 13일 북구청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토양오염 조사결과, 비소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일격은 파급이 컸다. 연말의 수선
한 분위기에 돌연 비소오염 문제가 부상했다. 달천광산 외곽에 이미 건립된
아파트 입주민에게 강한 의구심을 일으켰다. 사업자나 허가관청이 주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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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의 개발계획 허가관청은 울산시였다. 울산시는 개발청사진을 언론을
통해 알려둔 상태였다. 그 청사진에는 학교와 공원시설이 반영돼 있었지만, 지
주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인상을 씻기 어려웠다. 이미 광산 주변에는 아
파트개발로 천문학적 금액의 분양가 거품이 횡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달천광산의 문화자산 마저 그런 분위기에 탕진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즈음 과거의 유산을 문화재로 보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기도 했다.
5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공공시설들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대접받는 풍조였다.
그런데 2천년 역사를 가진 제철유적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
에 반감이 쌓이고 있었다.
<토양오염 문제 처리 경과>
2002년 2월 26일 울산MBC 토양오염 문제 제기
2002년 12월 5일 울산환경운동연합 토양조사 요구
2002년 12월 13일 북구청. 울산환경운동연합 토양조사 결과 발표(비소,아
연 기준치 초과)
2003년 2월 19일 울산시 환경국 1차 토양조사
2003년 3월 26일 울산시 환경국 토양오염 조사결과 발표
2003년 4월 2일 울산시 현대산업개발에 토양정화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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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24일 울산시 환경국 2차 토양조사
2003년 11월 24일 시의회 산건・교사위 행정감사에서 오염조사 요청
2003년 5월 27일 동의과학대, 농업기반공사 공동 조사 착수(11개월간)
2004년 2월 13일 울산대 류석환 교수 수질 및 토양 조사 착수
2004년 3월 25일 조사결과 및 정화계획 설명회 개최

2003년 2월 19일 울산시의 1차 조사에서 부지 안 4개 지점과 부지 밖 2개
지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비소・아연・니켈이 기준치를 넘은 것을 확인했
다.그로부터 두 달 뒤인 4월 24일 2차 조사를 했다. 처음 실시한 4개 지점보
다 조사지역을 3배 늘려 12곳을 조사했다. 그 결과도 비소・아연・니켈이 기준
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명됐다.
달천광산 일대의 비소오염 문제제기와 오염조사 요구는 공동주택입주민
단체, 자치단체, 시의회, 교육청에게 대책을 서두르게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3월 울산대학교의 한 연구자를 내세워 광산의 중앙과 사방의 토양조
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청기자실에서 발표했다. 발표내용은 토양오염 대책기
준을 최소 2.5배에서 최대 30배 초과한 비소가 검출됐다는 것이었다.
이 조사결과에는 광석을 선별하고 남은 찌꺼기(광미 鑛尾)의 총량은 30만
톤으로 추정됐고, 그것이 쌓여있는 침전지의 비소 총량이 1.3%에 이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독물관리기준 0.1%의 13배에 이르는 함량이라는 분석이
었다. 이 비율은 공동조사기구가 공식적으로 조사했을 때 침전지 속의 유비
철석 총량이 1%라는 결과와 비슷했다.
택지개발을 서두르던 사업자와 울산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상
황을 맞았다.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와 교육사회위원회가 잇달아 현장을 답
사했고, 2003년 11월 24일 행정감사에서 오염실태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울산시는 사업자에게 토양조사 의무를 지우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토양오염 원인자 및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의무를 지게한 토양환경보
전법에 따른 것이었다. 2003년 4월 2일 토지소유자인 현대산업개발(주)에 ‘토
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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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측은 용역기관을 서둘러 선정했다. 동의과학대 환경과학연구
소와 농업기반공사가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공동연구기관은 그해 5월부터
11개월간 수질 및 토양 오염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지역은 울산 북구 달천동
산 20-1 ‘달천광산’ 부지 396,700㎡(12만평)이었다. 이들의 조사결과는 이듬해
3월 다음과 같이 발표됐다.
<토양 및 수질>
- 11개 대표지점 조사결과 비소,아연, 니켈, 카드뮴 4개 항목이 토양오염 우
려기준 초과
- 침전지 외부의 토양내 비소의 평균 농도는 3.31㎎/㎏로 기준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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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는 부지 내 28개소 지하수 관측정 부지내 암반 지하수 비소는 평
균 0.038㎎/ℓ, 철광체 부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부지 경계 부
분에서는 기준 이하.
- 침전지 50m 하류 상안천에서는 기준치 이상 비소 검출안됨.

<광미 및 침전지>
- 1% 가량의 유비철석 함유, 점토광물이나 금속산화물에 흡착돼 있으며,
- 광미의 70% 이상이 방해석이고 높은 폐하(산성도) 완충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산성폐수 발생에 의한 비소용출이 억제되고 있다.
- 토양・광미에 대한 독성물질 용출시험 결과 비소와 카드뮴 기준치 미달,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형태로 유지
- 광미 침전지
침전지 2개소는 수직 차단벽 설치, 포화 공극수는 양수해 수처리.

<정화계획>
- 차폐기술 적용. 부지조성때 기준치 초과 토양은 사문석 채굴적(웅덩이)에
밀폐시설 설치해 성토. 성토 후에는 외부에서 가져온 양질의 토사로 복
토, 토지 이용을 유보한 곳에는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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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하고 농업기반공사와 동의과학대학이 공동 연구한 사
업이 끝난 뒤 이 사업과 연관된 논문이 2008년에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공
동연구 뒤에 나온 논문들은 좀 더 심화되거나 다른 각도로 조명됐다. 그 내
용은 달천광산의 비소 문제를 들여다 볼 다양한 관점을 준다. 그 내용을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경 신현무는 2008년 「달천광산 주변 토양 내 비소의 존재형태 및 토양세
척법」(한국환경과학회지 제17권 2호)에서 ‘비소에 의하여 오염된 토양은 유비
철석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소의 거동에 대해서는 ‘용출하기 힘
든 형태로 존재한다. 안정한 잔류성 형태로 존재한다. 이동이 쉽지 않다. 왕
수나 염산으로 반응시켜야 철과 결합한 상태에서 떨어져 나온다’는 등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분쇄 선광 과정에 모암인 유비철석
(Arseno-pyrite FeAsS)에서 떨어져 나와 3가(價) 또는 5가 비소 혹은 다른
이온과 결합한 복합체 등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달천광산의 표cmd 0~15
㎝에서 토양을 채취해 2㎜ 표준체를 통과한 시료를 실험한 결과 비소 농도는
160~210㎎/㎏이며 토양오염 우려기준('나' 지역 20㎎/㎏)을 10배 정도 초과한
다고 밝혔다.
서지원・윤혜온・정찬호는 2008년 「달천광산 토양 내 중금속의 존재형태 및
오염도」(한국광물학회지 제21권 제1호)를 발표했다. 이 논문은 달천광산 침전
지에 있던 광미를 분석했는데, 광미 내 비소 농도는 무려 5,200~18,700㎎/㎏
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의 ‘나’ 지역 기준 50㎎/㎏를 크게 초과한다고 기재했다.
한편 인근 저수지의 비소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12.3~13.4㎎/㎏인 것으로 조
사해 침전지의 광미와 대조를 보였다. 그리고 이곳의 비소는 지하수에 용해
되어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고 파악했다.
4) 폐광 이후 사라진 것과 남은 것
토철의 자취는 세 곳 남았다. 광산인들의 발자국이 찍힌 곳이다. 달천광산
주변의 흙은 진한 황토보다 더 붉다. 철광석이 섞여 검붉은 색이다. 붉은 흙
은 자석처럼 마음을 끌며 친숙했다. 신석기에서 청동기 시대 대부분의 집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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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묘자리는 황토다. 파기 쉽고 형태 갖추기가 쉬웠다.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
운 질감의 효용이 있었다. 약과 식용으로도 쓰였다. 애착이 가고 친숙한 황토
보다 더 붉은 흙이 달천에 있었다. 황토의 성상을 잘 아는 고대인에게 그 흙
은 특이한 존재였고, 그것을 활용할 온갖 궁리를 했을 것이다. 마침내 그 흙
속의 철광입자를 찾아내 녹여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운철과 같은 신성한 물
질을 뽑아낸 것이었다. 그러니 그 검붉은 흙빛이 망막에 꽃히는 순간 피 속의
헤모글로빈이 본능적으로 출렁거렸을 것이다.
달천철장을 대표하던 검붉은 흙은 대부분 아파트에 깔리거나 깎여나갔다.
개발삽질이 비켜가서 살아남은 길과 붉은 흙의 자취가 남은 곳은 상안중학
교 뒤편 쇠곳 삼거리, 천곡리로 내려가는 ‘가재길’, 그리고 천곡성당 뒷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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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곳이다. 상안중 뒤편은 옛 쇠곳 삼거리이며 광산사무실이 있던 곳이다. 대
밭과 잡목으로 이뤄진 야산이다. 이곳의 흙 부스러기에 자석을 갖다 대면 검
은 입자들이 들러붙는다. 철광석을 캐던 중심에서 400m 쯤 떨어진 곳이다.
이 흙의 일부는 풍화침식으로 흘러내려 쌓였고, 또 일부는 침전지 광미를 옮
겨와 낮은 곳을 메운 흙더미다. 다시 말해 달천광산의 특색인 검붉은 토양이
남아있는 곳은 채광장 남쪽의 쇠곳 삼거리와 북동쪽의 가재길 그리고 천곡성
당 뒷길 세 곳 뿐이다.

<사진4> 달천광산 구역의 가장자리인 상안중학교 뒷담에 있는 붉은 흙밭. 노천채광 시기에 걷어낸 흙이거나 흘
러내린 것으로 보인다.

193

쇠곳 거리는 이름대로 쇠를 다루던 달천광산의 중심거리다. 농소동과 달천
동을 잇는 옛 도로와 달천광산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 주변이다. 상안천을 끼
고 있다. 고대로부터 철광석의 생산・배분・수송이 이뤄진 곳이다. 거리는 많이
변했지만 지명은 쇠를 다룬 중심지임을 가리킨다. 삼거리 주변은 낮은 야산
(해발 26~48m)이다.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개간이나 건축행위가 금지돼 있고
원지형과 토양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다. 이 숲 앞에는 상안중학교가 있다. 본
래 이 자리는 1945년 설립된 농서(農西)초등학교가 있었다. 2005년쯤 허물고
상안중학교가 새로 지어졌다. 학교 뒷담과 숲 사이에 붉은 흙이 드러나 있
었다. 흙의 속살은 밭을 일구면서 드러났다. 밭은 4필지이다. 모두 합쳐도 상
안중학교 운동장의 절반 크기다. 또 밭뚝 옆 대밭에는 이 흙을 가져가기 위
해 판 구덩이에서 볼 수 있다. 구덩이는 50cm 안팎이고 깊이는 40cm 가량이
다. 화단의 토양 개량이나 벽을 붉게 칠하기 위해 가져갔을 것이다. 쇠곳 삼거
리에서 상안중 뒷길을 따라 구부러져 이어진 곳이 천곡성당 삼거리다. 길이
300m 가량의 이 길과 옆에 전개된 검붉은 흙은 달천광산에 대한 인상을 되
새길 수 있는 요소다.
가재길은 광산과 맞닿은 천곡리와 경주시 모화 쪽으로 나있다. 철광석 가
루를 싣고 동대산맥 또는 경주 방면 쇠부리터로 가는 달구지나 지게꾼이 다
니던 길이다. 달천공원 북동 모서리에서 현대아이파크1차아파트와 삼성코아
루2차아파트 사이를 지나 천곡천 다리까지 이어진다. 언덕따라 난 옛 길대
로 좁고 구불하다. 약 200m이다. 도시계획의 반듯한 선형과 동떨어진 길이
다. 현대・삼성 두 아파트 건설자가 외곽 자투리 땅을 남기거나 아니면 공용도
로를 개설하지 않아 살아남은 길이다. 이 길 양쪽은 원지형을 파괴할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 길 옆에는 원지형과 토양이 부분적으로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지형에서 서식하던 소나무와 참나무류가 자라고
있고 그 나무 사이에 석회암 덩어리가 놓여있는 것도 보인다. 여기 원지형의
토양은 철분이 많이 섞인 검붉은 토양에 속한다. 노천채광 지역에서 수평거
리로 200m 이내이므로 풍화침식에 의해 흘러내린 철광석 토양이 덮인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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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곡성당 뒷길은 앞쪽에 새 도로가 나면서 살아남은 옛 길이다. 광산관리
시설이 있던 곳이다. 지금은 달천중학교와 삼성코아루1차아파트 부지 남서쪽
모서리 사이 천곡성당 뒤에 있다. 남북으로 220m이고 그 가운데 70m 길이
의 샛길이 있다. 이 길 남쪽 언덕에는 사문암 노두가 있다. 작은 옹벽에 사문
석 덩어리를 쌓아둔 곳도 있다.

한
반
도
철
기
시
대
살
찌
운

2'
천
년
통
조
림
'

<사진5> 광차를 기울여 광석을 내리는 모습. 달천광산에서 쓰던 광차와 레일 같은 기물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광산 시설은 남은 게 별로 없다. 채광할때 지상에 있던 시설들은 권양장,
광석저장고, 선광장, 침전지와 같은 기본 시설을 비롯 종합사무실, 분석실, 자
재창고, 변전실, 수리실, 제재소 등이 있었다. 또 규모가 큰 채광・운반・선광
기구가 있었다. 채광기구는 100㏋ 공기압축기 2대, 150㏋ 공기압축기 1대가
있었다. 운반기구는 축전차 1대, 광차(1㎥ 규격) 20량, 록카쇼벨(0.17㎥ 규격)
2대가 있었다. 선광기구로는 죠크랏샤(24"×15") 1대, 콘 크랏샤(3"×75) 1대,
자선기(TY-7) 2대, 볼밀(4'×8') 1대가 있었다. 주로 철제로 제작된 이 기구들
은 고철로 매각됐다.
광산 일꾼들이 머무는 숙소는 1・2호 합숙소가 있었다. 종합사무실 위에 64
평, 아래에 43평 규모의 콘크리트 블록 건물이었다. 지상부 시설은 모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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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자리에는 숲이 돼 있다. 종합사무실은 1965년 시멘트 블록으로 65평
규모로 지어졌다. 쇠곳마을 숲에 폐허가 된 건물 일부가 남아있다. 주변에는
리기다소나무가 우람하게 자라고 석회석 돌담이나 예비군 훈련때 만든 엄폐
물 등이 남아있다. 종합사무실로 올라가는 쇠곳 삼거리 대숲에는 2개의 사택
부지가 있다. 10평 규모의 지상 건물은 모두 없고 건물 바닥과 돌담이 남아있
다. 이 건물터 옆에 ‘공급소’라 불리던 집이 있다. 광업이 활발할 때 장갑이나
기호품을 팔던 곳이다. 이발소도 함께 있었다. 그 앞에는 광부 가족들이 살던
작은 집이 허술하게 남아있고 그 가운데 두채는 작은 절집이 돼 있다.

<사진6> 쇠곳마을에서 종합사무실로 가던 숲길. 사무실은 철거되고 밭이 됐다.

종합사무실 북쪽 언덕 해발 50m 지점에 초소가 있었다. 초소를 중심으로
광산의 모든 곳으로 통하는 다섯 가닥의 길이 사방에 나 있었다. 동남쪽에는
자재창고・수리실・변전실・제재소가 있었다. 6인치 관로를 통해 천곡천에서 물
을 끌어와 저장하던 저수탱크도 그곳에 있었다. 북동쪽에는 갱에 공기를 불
어넣는 압기실, 광석 품위를 판정하는 분석실, 현장 사무실이 있었다. 집단
시설지구였는데, 그 부지 아래 있던 사문석을 채취하면서 철거됐다. 또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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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2006년 되메워진 뒤 벚나무가 심어진 녹지가 됐다.
본 광체 또는 2호갱은 달천공원 북서쪽에 높이 10m 흙에 덮여있다. 그
윗쪽에 쇠부리전시관이 있다. 광체의 상부 면적은 달천공원 전체면적(약
60,000㎡)의 3분의 1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갱구와 그 옆에 있던 근로
자 휴게실은 지금 쇠부리공원 제철로 앞 광장으로 바뀌었다. 갱구의 서쪽에
있었던 15평 규모의 화약고는 도로에 편입됐다.
달천공원 부지는 평탄화되기 전에는 해발 70m에 잡목이 자라는 얕은 구
릉이었다. 리기다소나무를 조림하고 작업도로가 있었다. 작업도로는 달천공
원 동쪽의 인도가 되었고, 선형은 거의 비슷하고 표고는 동일하다. 그때 심은
리기다소나무가 지금도 몇 그루 남아있다. 작업도로와 소나무는 달천광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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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를 지시하는 표식이다. 달천공원 상부에는 쇠부리터를 닮은 시설을
설치해고 그 옆에 구충당 이의립 기념상이 있다. 광장에는 석회암 세 덩이가
놓여있다. 지하에 거대한 채광장을 품고있는 달천공원은 직사각형이고 사방
에 도로가 나있다. 네모진 공원 아래를 장식하는 조경석은 울산에는 나지 않
는 화강편마암을 먼 곳에서 가져와 쌓았다. 이 공원 현장에서 산출된 암석은
없다.
1호갱은 달천고등학교 운동장 아래 지점으로 추정된다. 1965년에 작성된
광산지형도에는 광체 위치가 2호갱에서 남쪽 200m 지점이고 갱구는 해발
30m에 있다. 이 자료에 비춰보면 복토와 평탄작업으로 변형된 달천고등학교
운동장 아래에 옛 갱도가 있을 것이다. 선광장은 광산의 남쪽 도로변에 있었
지만 모두 철거됐다. 지금은 달천동 버스 정류장 뒤편 녹지다. 현대산업개발
이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면서 위쪽에서 깎은 흙으로 바닥을 채우고 외부에서
가져온 흙으로 다시 덮었다. 선광장은 하루 500톤을 처리하는 규모이며 컨베
어벨트로 연결된 선광 시설이 길었다.
선광장에서 배출된 물과 광석찌꺼기를 모으는 침전지는 현대아이파크3차
단지 지하에 있다. 침전지 위치는 광산구역 서쪽 상안천 인접한 곳이었다. 조
선시대 이의립이 조성한 세철지가 있던 곳이다. 세철지는 철광석 가루에서
이물질을 씼어내는 못이다. 세철지 남쪽의 제방은 현대의 침전지 제방이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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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지금은 아파트 옹벽이 됐다. 이 제방과 상안천 경계 사이는 완만한 비탈면
이었고 비탈면에는 10여기의 묘지가 있었다. 묘지 아래는 도로였다. 6기의 묘
지는 이장됐고 제방 밑 옛 도로는
100m 가량만 남아있다. 옛 도로면
아래 비탈면에는 원래 지형과 토양
이 있고 시늘대와 참나무 등이 자
란다. 옛 도로와 상안천 사이에는
4차선 도로가 생겼다. 옛 도로와
신설도로 사이에 남은 원지형은 움
푹 파인 저지대가 되었다. 저지대
에는 과거 세철지 쪽에서 흘러내리
는 물을 상안천에 내려보내는 2개
의 배수관로가 지나는데, 가뭄에
도 물이 끊기지 않는다. 저지대는
세철지 제방 아래 쇠곳마을이 있던
원지형인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텃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원지형
은 세철지의 표고와 토양을 파악할
마지막 남은 단서들이다.
기념될 암석들은 흩어져 있다.
달천광산을 구성하는 암석은 크게

<사진7> 달천동 진득골마을 하천 석축으로 활용된 광산폐
석. 검은 돌은 철 성분이 적은 철광석이고 흰색이 나는 것
은 방해석.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이다. 퇴적암은 작은 입자들이 굳어진 혈암이 있다. 변
성암으로는 이 퇴적암이 마그마의 열에 의해 구워진 혼펠스가 있다. 화성암
으로는 화강암, 화산각력암, 사문암, 안산암, 방해석 등이 있다. 그리고 석회
암이 있다. 석회암은 본래 퇴적암에 속하지만, 울산 달천의 석회암은 마그마
가 만든 화성암이 될 수도 있다. 광물은 범용한 철에서 희소한 코발트까지
있지만 상업적으로 채집한 종류는 자철석・사문석・중석・비소・구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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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암(頁岩 Shale)은 주로 붉은 색

한
반
도
철
기
시
대
살
찌
운

을 띤다. 경상계 울산층을 이루는
대표적인 암석이다. 마그마 인근에
서 달궈져 혼펠스화 되어있다. 달천
광산에서 4km 떨어진 달천동 진덕
골 입구 하천 석축에서 많이 보인다.
너비 70cm 전후의 붉은색 혈암이
50m 가량 이어져 있다. 붉은 빛깔이
깊고 부드럽다. 오랜 세월 비바람을
맞아도 크게 변색되지 않았다.

<사진8> 자색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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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石灰岩 Limestone)은 달
천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중시되는
암석이다. 철광석을 배태한 모암이기
때문이다. 석회암은 바다 밑에 조개
껍떼기나 생선 뼈 등이 쌓여 굳어진
퇴적암이다. 탄산칼슘 성분이 많고
색깔이 기본적으로 희다. 회색이나
옅은 청색을 띠기도 한다. 현미경에
서는 해양생물의 미세한 조직이 관
찰되지만, 달천 석회암은 그런 조직

<사진9> 석회암

이 없다.
달천에서는 보통 배게 크기의 덩어리로 노출돼 있다. 장롱 크기의 덩어리
로 산출된 것도 많다. 1950년대까지는 달천광산을 중심으로 운동장 10개 정
도 면적에 분포한 것으로 관찰됐다. 땅 속에는 깊이 300m 정도까지 타원형
으로 있었다. 광산에서는 폐석으로 간주돼 제방석축용으로 활용됐다. 상안
천과 동천강 제방 곳곳에 석축으로 쌓여있다. 또 색깔이 부드러워 조경석으
로도 활용한다. 달천동 한 사찰에서는 400여개의 석회암덩어리를 수집해 조
경에 쓰고 있다. 달천공원 전시관 앞에도 1.5m 크기의 청회색 석회암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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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가 놓여져 있다.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원원사 입구에도 큰 덩어리 3개가
옮겨져 있다.
방해석(方解石 Calcite)은 탄산칼슘으로
이뤄진 대표적인 탄산염광물이다. 희다. 암
석 이름처럼 모가 나게 잘 쪼개진다. 하얀
덩이채로 산출되거나 철광석이나 유비철석
에 붙어있다. 모가 난 모양과 흰 빛이 아름
답다. 아이 주먹이나 어른 머리 크기로 달
천 주변 하천이나 흙속에서 보인다.
사문암(蛇紋岩 Serpentinite)은 우리나
라에서는 흔치 않은 암석이다. 전국에 16

<사진10> 방해석

곳 정도 있다. 암석 무늬가 뱀껍떼기 무늬
를 닮았다. 영문 이름도 뱀(Serpent)에서
유래됐다. 표면은 옅은 황색 점과 흑색 선
이 교차하면서 현란한 무늬를 보여준다.
호랑이 무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달천광
산 북측과 남측에 각각 암체가 있다. 각각
소규모 타원상이다. 두 암체는 연결된 것
인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암체 사
이에 상안천과 충적층이 있다. 남측 사문

<사진11> 사문암

석은 달천운동장 옆 야산에 펼쳐져 있다. 채광한 뒤 지형복구작업을 하면서
남겨진 사문석 조각이 무수히 놓여있다. 주로 기계적으로 파쇄한 조각이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날카롭고 표면이 선명하다. 북측 사문암은 풍화로 침식된
토양 밖으로 드러나 있다. 천곡성당 주변에 남아있는 원지형과 상안중학교
동쪽 야산에 주로 분포한다. 성당 주변에는 원지형을 개발하면서 나온 사문
암으로 담벽을 쌓은 곳도 보인다. 사문암은 무늬가 특이해서 일부 건축가들
이 암석을 가져가 표면을 다듬어 건축자재로 쓰기도 했다.
화강암(花崗巖 Granite)은 달천광산 남북쪽에 넓게 분포한다. 남쪽에는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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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화강암, 북쪽에는 각섬석화강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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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별된다. 달천광산은 주로 흑운모화강암
과 접촉돼 있다. 접촉부에는 사문암체가
있다.
화 산 각 력 암(火 山 角 礫 岩 Volcanic
Breccia)은 분출된 마그마가 주변의 자갈
을 끌어안고 굳어진 암석이다. 달천광산
북쪽에 전개돼 있다. 천마산 정상 부근에
도 보인다. 차문성(1985)이 제안한 울산콜

<사진12> 화강암

드론 함몰때 생긴 파쇄대에서 형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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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본다. 응집된 각력들은 혼펠스화 된
퇴적암과 안산암 조각이다.
자철석((磁鐵石 Magnetite)은 검거나 흑
갈색이다. 달천의 옛 담장이나 하천의 석
축에서 보인다. 석회암이나 방해석에 붙
어있거나 철광석 덩어리로 보여지기도 한
다. 노출된 상태에서 풍화됐거나 땅 속에
서 신선한 상태로 있다. 달천광산의 아직

<사진13> 화산각력암

캐지않은 채광장 안에는 수만톤이 부존돼
있다. 철광석은 햇빛이 비치면 윤이 난다.
수분에 장기간 노출돼 있는 철광석은 손
으로 문지르면 작은 알갱이로 바스라진다.
유비철석(硫砒鐵石 Arsenite)은 노두에
서는 볼 수 없고 철광석을 캐는 과정에 산
출됐다. 철광석과 혼합상으로 나타나며
마광을 통해 비소가 생산된다.
석류석(石榴石 Garnet)은 작은 결정체

<사진4> 자철석

로 드러난다. 자철석과 방해석 등에 붙어서 산출된다. 다갈색 결정이다. 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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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이 석류 알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석으
로 사용된다. 매우 굳기 때문에 예로부터
연마제로도 쓰였다. 석류석이 붙어있는 암
석은 상안천에 많이 보인다. 품위가 낮은
자철석과 방해석 그리고 석류석이 섞인
암석인데 상안천의 중류나 상류의 석축에
끼어있다.
<사진14> 유비철석

<사진15> 석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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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철기시대 살찌운
‘2천년 통조림’

Part

10

비판과 자각,
그리고 계승과 전망
1) 문화원형 훼손에 대한 경고와 호소
2) 학계와 문화계의 선구적 활동
3) 울산박물관 망원창이 보는 달천광산

철기는 세계문명사에서도 특기된다. L.H.모르간은 ‘철의 발견은 인류의 경
험중 가장 큰 사건이며 다른 어떤 일도 이에 필적할 수 없다’고 했다.161) 한반
도의 철기시대를 개척한 달천광산은 깊은 가치가 매겨져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중요한 유적이 문화 중흥기라는 21세기에 와서 묻히거나 훼손됐다. 도시
개발이란 미명으로 문화파괴가 진행됐다. 그 과정은 복잡다단하다. 최근 들
어 달천광산의 문화사적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가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 한반
도의 철기시대를 개막한 산실이며 2천년을 이어온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유
적임이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지난 30여년간 각계의 비판과 각성,
그리고 새롭게 계승・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달천광산 유적훼손에 대한 비판은 유적을 지니고 있는 도시 내부보다 외부
의 강도가 셌다. 멀리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더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내
부에서는 이해관계에 얽혀 오히려 주춤거렸다. 그럼에도 소수의 문화인사들
이 선구적 활동을 통해 훼손을 억제했다. 그리고 달천광산이 지닌 외형적 가
치를 넘어 정신적 유산을 계승・발전시키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1) 문화원형 훼손에 대한 경고와 호소
달천광산의 문화사적 가치가 차츰 알려지기 시작할 때 광산 부지가 개발
삽질에 변질되는 범위와 속도는 심각했다. 뜻있는 시민들에게는 상실감이 컸
고, 전문가들 눈에는 참상에 가까웠다. 뿌리를 찾으려는 일본인 눈에는 고향
이 매몰되는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한 통열한 비판은 금속연구자들
로부터 나왔다. 일종의 연판장 형식이었다. 1991년 KIST(한국과학기술연구
원) 금속재료연구단 소속 최주(崔炷) 등 연구원 4명은 학술논문에 다음과 같

161. 권병탁의 2004년 발간한 『한국 산업사 연구』 471~472에서 인용한 Lewis Henry Morgan의 아래의 말 “...철
의 발견은 인류의 경험 중 가장 큰 사상(事象)이며, 문명에 대한 준비라고 할 수 있다....철을 가지고 여러 가
지 기구를 제조하고 칼날을 다루어 첨단을 뾰족하게 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이제야 문명에 도달할 수 있음
이 확실해졌다. 실로 쇠의 생산이야말로 인류경험에 있어서 중대 사상 중의 사상이며, 여타 사실에서 필적할
것이 없을 것이다...철의 산출을 통하여 망치・못・도끼・보습・끌・칼 등이 생산되게 되었다. 요컨대 문명의 기초
는 이 금속에 의존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철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개시대에 있어서 인류의 진보
를 저해하였다는 것이다. 만일 인류가 이 공백을 (쇠로서) 메울 수가 없었던들 우리는 아마 오늘날까지 미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에서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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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글을 넣었다.
“이런 귀중한 야철유적에 아파트가 빽빽이 들어서 오늘날 그 흔적조차 찾
아볼 수 없으니 이러한 문화민족이 또 있을까?”

되물음을 통해 비판의 파장이 길게 이어지도록 했다. 대한금속학회보
1991년 4호판에 실린 논문 「고대 제철법의 복원실험」162) 공저자 일동이 뜻을
모아 문화재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국내 최상급 연구기관의 학자들이 입을
모았다. 논문 속에 이런 류의 비판을 실은 글은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런 글
은 쓴 연구자들의 고심도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화정책 연구논문이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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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화민족론’을 전개했다. ‘이러한 문화민족’이라는 언명에는 침통함이 배어
있었다. 울산에서는 3대 문화재 훼손이 회자되곤 하는데, 제철연구자들이 통
탄한 달천광산 유적도 그 가운데 하나다.163)
이들은 달천광산의 철광석 50㎏을 가져가 쇠를 뽑는 실험을 했다. 고대철
이 어떻게 부식돼 망가지지 않고 천년 또는 천오백년을 지탱하는지 그 제철
원리를 터득해 보려고 이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가령 9세기에 만들어진 법
주사 가마솥, 400년이나 바깥에 두었어도 완형을 유지하는 도검들이 현대의
고로에서 만들어낸 철과는 다른 점에 유의한 것이다. 달천광산 철광석에는
비소(As)가 함유돼 있는데, 이 비소가 높은 강도의 베어링 제조때 사용된다
는 점에 착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기회가 망실된 것을 안 연구자들은 기
술적 논문에 전례없이 문화사적 비평을 첨부했다.
이들이 달천광산 훼손을 비판한 1991년도만 해도 광산부지 안이 침범되기
전이다. 달천광산 경계 밖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시작할 때였다. 그 시기에 이
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얼마 뒤 광산부지 최근접지
162. 최주・유명기,김현태,김유형,도정만, 1991, 「고대 제철법의 복원실험」, 대한금속학회보 Vol.4. No.2
163. 울산에서는 국보인 반구대암각화 보전문제로 20년 넘게 매몰되면서 다른 귀중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홀
한 점이 지적되곤 한다. 대표적으로 세가지를 열거할 수 있는데, 제1 처용설화 발상지, 제2 달천광산, 제3 반
구동 신라항구 유적의 훼멸이다. 이들은 도시관리에 자율성이 커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공장 또는 아파트
부지에 편입되면서 훼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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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및 광산부지 그 자체가 훼손되기 시작했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문화재 담
당자의 심정은 또 어떻했겠는가!
그 심정을 적나라하게 기록해둔 사람이 있었다. 달천광산에 붙은 부지를
발굴한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조사단장 유병일이었다. 그는 2006년 발
간한 『천곡동유적Ⅱ』의 발굴연혁을 설명하는 글에 매우 비판적인 소감을 써
넣었다. 조용한 분노가 배어있는 이런 글이 보고서에 실린 것도 전례가 드물
었다.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개발에 따른 구제발굴부터 먼저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많다. 천
곡동 일대에 펼쳐져 있는 자연환경은 1990년 이후 주거환경의 최적지로
선호되면서 주택지구, 교육단지, 상업단지 조성 등의 미명하에 무차별적으
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7년 이전까지는 개발 이전에 개발예정지
역이 문화유적 보존대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발되어 유적이 소실
되었음을 그 동안에 축적된 이 지역의 발굴자료를 통해 예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근에 이뤄진 발굴유적도 형식적인 방법으로 처리되어 개발과 보
존의 균형잡힌 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천곡동유적군은 분포면적
과 자료적인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근본적으로 보존대책
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달천광산 인근 ‘공동유적Ⅰ’, ‘제2동천초등학교 부지내유적’, ‘천곡
동유적Ⅱ’, ‘아이파크아파트 부지내유적’, ‘달천유적’ 등이 조사가 끝난뒤 모두
삭평되어 없어지는 실태를 탄식했다. 넓은 지역이 문화재 산포지역임이 예고
됐음에도 여러 발굴기관이 쪼개어 개별적 조사를 했다. 그리고 개별적 조치
를 함으로써 통일된 보존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제철유적의 경우 경주 황
성동 유적지가 결국 아파트단지로 변했고, 중산동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택지로 변했으며, 달천광산이 그랬다.
달천광산의 문화재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위한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울산 북구문화원이 보존대책에 앞장섰다. 울산시 개발부서는 가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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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을 늘리고 사업자 편의정책을 펴면서 달천광산 부지개발을 촉진했
다. 2003년 울산시는 달천광산 부지의 아파트건설 허가를 내줬다. 그러자 울
산 북구문화원(원장 이병우)은 화급히 보전방안을 모색했다. 북구문화원은
2002년 달천광산의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해줄 것을 울산시에 거듭 촉구했
고, 울산시는 간략한 지표 및 문헌조사를 거쳐 2003년 일부 지역을 지방기념
물 제40호로 지정하는데 그쳤다. 택지개발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측은 전체
부지 가운데 일부를 제철문화전시관 용지로 제공하기로 하는 한편 사업을 밀
어부쳤다.
북구문화원은 2005년 4월 제1회 울산쇠부리문화축제를 기획하고 ‘산업의
횃불 쇠부리를 세계로’라는 기치로 행사를 치르면서 보전의지를 시위하듯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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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지만 저돌적인 개발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 행사는 계속돼 2020년 제
16회 행사로 이어졌다.
한편 아파트사업 구간에 문화재발굴조사가 병행되었는데, 고대의 채광유적
이 발굴됐음에도 이의 가치평가가 연구자에 따라 뒤엉키는 현상이 벌어지기
도 했다. 석연찮은 분위기가 언론에도 보도됐다. 이에 북구문화원은 2006년
9월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달천철장 유적발굴조사에 대한 기자회
견’을 열고 달천철장은 모든 한국학 연구에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앞장서 고고학과 함께 금속학・경제학・민속학 등 여러 학문분야에
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 대상도 달천철장 뿐 아니라 제
철문화 흔적이 산재한 울산 인근지역으로 확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런 요구도 결실을 얻지 못했다. 북구문화원은 2009년 자체 예산으로 구충당
의 동상을 건립했고, 이듬해는 한・중・일 학자가 참가하는 쇠부리국제학술대
회를 열며 제철전통을 이어가는 노력을 보였다.
울산시 의회는 달천광산의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문화재 가치
에 대한 대책은 소홀했다. 2003년 4월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6명이 달천
광산 토양시료 채취현장 확인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일부 시의원은 달천광
산의 안정성과 문화재 멸실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요망했다. 달천광산에 택지
개발이 진행될 때에는 문화재에 대한 관점이 좁았다. 심지어 한 간부직 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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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 달천개발과 관련, 독직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사건이 사법조치로
이어지면서 시의회에서 달천광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잠잠해져 버렸다. 개발
이 끝나고 10여년이 지난 2020년에 들어서야 시의회에서 ‘2천년 철기문화의
보고이자 미래를 가리키는 창’이란 관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의원들이 달천광산에 관심을 보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2004년 6월 홍정련이 달천광산 토양오염 방제대책에 대해 질문했으나 토
지소유주가 현대산업개발(주)와 비앤지스틸(주)이며 면적이 39만㎡라는 기
본적 자료 답변만 받았다. 이때에도 문화재에 대한 관점은 없었다.
▶ 2006년 4월 강석구는 비소오염문제로 인한 아파트 건설공사 중단을 비롯
광산채굴때 형성된 수평갱도의 폐공현황과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지상하
중 증가로 인한 부분적 지반침하 우려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요청했다. 이
에 울산시는 오염토양의 경우 성토 및 토양세척 등의 방안을 마련했고, 침
하우려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에 용역의뢰한 결과 지하 150m에 존재하는 채굴공동을 지지하는 보안잔
주의 지반안정성 검토결과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 2008년 2월 김무열은 도시행정 사무감사에서 농소읍 달천부락에 여러 건
설사의 공동주택을 개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학교부지 확보 등 도시기반
시설 조성에 생겨날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업승인 경위를 추궁했다.
▶ 2009년 7월 이현숙은 ‘울산이 산업수도가 된 데에는 달천철장에서 노동기
구・무기 등을 생산한 것에서 원류를 찾을 수 있다’며 철기문화 연구와 생
산물의 재현, 전시판매할 유적전시관을 건립할 의향을 물었다. 시는 토양
오염 문제가 있어 곤란하다며 형질변경 없이 수목을 심어 소규모 공원으
로 가꾸겠다고 답했다.
▶ 2020년 9월 시의원 손호근은 5분발언을 통해 달천광산을 ‘2천년 철기문화
의 보고’라며 ‘울산쇠부리소리’와 ‘울산쇠부리축제’를 지원하고 발양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발언에서 ‘울산박물관의 옥상에 설치된 커다란 창
문이 바라보는 지점을 달천광산으로 정한 까닭은 울산의 미래를 응시하도
록 한 것’이라며 달천광산의 가치를 중시할 것을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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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천광산의 개발소식에 대해 일본인 학자와 민간연구자들의 우려가 두드
러졌다. 2000년 10월에 일본 히로시마대 고고학연구실 회장 시오미 히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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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일본 고대제철을 다루는 다다라연구회 위원 오오자와 타다키가 2000년 울산시장에게 보낸 달천광산 보
존 요망서.

(潮 見浩) 등 일본 연구자 48명이 서명한 ‘달천철장보존요망서’를 울산시장에
게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달철광산의 철광석이 지닌 비소가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에서 검출됐고, 일본열도의 고대 제철유물에서도 유사한 비소가 검
출돼 상관성이 인정되므로 한일 역사적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적
을 보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일본 시마네현(島根縣) 이즈모시(出雲市)의
향토사연구자 가지따니 마꼬또(梶谷 実)등 15명이 이듬해 6월 울산을 방문
해 ‘일본의 고대 신화의 고장이자 제철도시인 이즈모국의 모태는 울산’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6세기쯤 신라의 의려산(意呂山)에서 일
본에 와 큰 제철세력을 형성한 천일창(天日槍)164)은 울산출신이며 의려산은
울산이란 지명을 뜻한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 울산대 일문학과 교
164. 일본의 고대 역사서 『풍토기』와 『고사기』에 등장하는 신라계 인물. 신라 왕자로서 청동거울・창・칼 등을 가지
고 일본열도에 들어가 지배층이 됐다는 신화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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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노성환의 안내를 받아 울산을 방문한 일행은 선조들의 고향에 대한 향수
를 느끼겠다며 숙소를 경주에 두지 않고 굳이 울산에 뒀다. 일본 연구자들은
울산의 달천철장이 조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달천광
산이 사라지면 고향을 상실하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2)학계와 문화계의 선구적 활동
달천철장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연구자들은 경북인들이었다. 경북대 사학과
교수였던 문경현은 1973년 발표한 논문 「진한의 철산과 신라의 강성」(대구사
학 제78집)에서 달천철장이 고대 제철의 발흥지라 지목했고, 나아가 삼국통
일의 원동력임을 고증했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주장이었다. 역사 교과서가
가야를 고대 제철의 원산지라고 쓰고 다수의 학자들이 화랑도를 신라의 원
동력이라고 했을 때였다. 그는 제철학회가 열릴 때 마다 이 주장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의 학설에 빠져있던 연구자들에게 쉽게 수용되지 않았다. 그때는
달천광산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을 때였다. 제철유적이 발굴된 바가
드물었고, 연구 또한 미흡했다. 실증자료가 나타난 1990년대까지 기다려야
했다. 경주 황성동에서 대규모 제철유적이 발굴되고, 또 그곳의 철이 달천광
산에서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 직후인 1992년 그는 마침내 회심의 논문을 발
표했다. 황성동 용철・단야・금속성분을 망라한 실증자료를 제시해 달천광산의
역사적 실체를 구명했다. 그로서는 달천광산의 의미를 최초 제안한지 20년만
의 쾌거였다.
영남대 경제학과 교수였던 권병탁은 문경현보다 한 해 이른 1972년 『한국
경제사특수연구』에서 달천광산과 그 주위의 동대산・치술령・운문산・문복산
등을 수년에 걸쳐 답사해 확인한 제철유적을 소개했다. 82개소의 ‘쇠부리터
(제철단지)’를 확인하고, 그 많은 제철소에서 가져쓴 철광석이 달천광산에서
채광・수송된 것임을 밝혔다. 또 쇠부리가마의 규격과 제련 형태를 비롯 고난
도의 작업에 따른 기술 및 연료의 공급 등에 관한 풍부한 연구서를 세상에
내놓았다. 그가 확인한 쇠부리터는 대체로 근대에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지
만, 그 가운데는 그보다 훨씬 고대의 제철유적도 있으리란 추정이 있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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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때까지 생존해 있던 여러 쇠부리 경험자의 이야기를 청취하고 기록을
남겼다. 권병탁도 달천철장이 신라의 건국과 삼국통일의 원동력이었다는 것
을 주장했다. 그는 1988년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에서 「신라 판장쇠(철정) 고
」를 발표하면서 ‘신라가 지닌 달천광산의 천혜적 조건은 신라의 건국, 중흥 나
아가서는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을 충분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았지만, 그것은 문헌사학과 실증사
학이 명료하게 대비된 장면이었다.165) 달천광산과 쇠부리의 연관산업 연구에
진력한 그는 국내 처음으로 전통제철용광로를 지어 시험 생산을 시도했고,
2002년 대구시 동구 팔공산 기슭에 제철유물을 전시하는 ‘전통산업박물관’
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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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이 달천광산의 가치를 부각시킬 즈음 울산지역에서는 달천광산의
문화사적 의미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연극을 전공한 방송인이 제
철노동에서 생겨난 노동요를 발굴하고 민속놀이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했다.
또 달천광산의 가치를 어렴풋 인식한 향토소설가가 일제강점기 달천광산 소
유권을 둘러싼 다툼을 소설로 창작하고 있었다.
1981년 울산MBC 프로듀서였던 정상태는 울산지역 민요를 채집하던 중 쇠
부리작업때 4~8명이 짝을 지어 풀무를 밟을 때 부르는 노래를 발굴했다. 쇠
부리가 성행했던 울산 울주군 두서면의 최재만으로부터 청취한 불매소리는
제철노동의 어려움과 보람을 풍부하게 함축하고 있었다. 또 그 노래는 여러

165. 권병탁의 논문발표 뒤 토론회에서 한국고대사학회 회장과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한 당시 효성여대 교수 최광
식과의 토론이 기록돼 있다. 최광식의 질문 요지; ‘경상도가 전라도보다 판장쇠가 훨씬 많다고 그러셨는데,
경상 좌도 우도 어느 쪽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삼국지 위지 동이전을 보더라도 철은 가야지역이 더
많다고(변한지역 말입니다) 기록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라가 통일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것을 철 생산에
뒀다면, 철은 신라보다 가야가 더 많습니다.’ 권병탁의 답변 요지; ‘동이전 기사의 변진을 두고 그걸 가야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울산의 달래쇠곳(달천철장)을 그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도와 좌도를 다 살펴
봤는데, 철광석 채취방법에서 판가름 납니다. 우도는 쇠뭉치 하나 만드는데 수백 짐을 짊어져서 골라야 하는
데, 달내쇠곳은 그냥 퍼다가 도가니에 넣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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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퍼져나가 ‘아기 어르는 소리’로도 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166) 이 노래
는 그 이듬해 ‘쇠불이놀이’라는 민속놀이로 꾸며졌으며 전국민속예술제에서
호평을 받은 뒤 연례적으로 시연되고 있다. 현재 쇠부리소리는 울산 무형문
화재로 지정돼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회장 이태우)가 전승하고 있다.

<사진2> 2019년 북구청광장에서 개최한 제15회 울산쇠부리축제 대동제 장면. 이 행사를 달천철장유적공원에서
열기로 한 첫 해인 2020년에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를 치렀다.

이 쇠부리소리는 2018년 울산시 북구청이 주최한 쇠부리축제 학술대회 주
제로 삼아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이 깊이 있게 제시됐다. 울산대 교수 김구한
은 「울산쇠부리소리의 전승현황과 연행방식」에서 전승과정을 살피고 이 노래
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미래를 개척할 전형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했다. 또 부
산교육대 교수 심상교는 2018년 「울산쇠부리소리의 민속연행적 구조와 의미
166. 쇠부리는 쇠를 부린다는 뜻으로 제철작업을 이른다. 불매는 송풍구의 우리말인 풀무의 유사 음이거나 불을
일으키는 요소로서의 밥(메)을 결합한 용어로 새길 수 있다. 신종환은 2012년 「조선시대 제철문화」에서 ‘불
무’ 또는 ‘풀무’라는 말은 이미 조선시대 초기 이전부터 상용되어 왔으며, 제철에 종사한 야장들에 대한 한자
식 표기인 취련군(吹鍊軍)도 당시에 는 ‘불무꾼’으로 발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양영진
은 「울산쇠부리소리의 전승 양상」에서 쇠부리용어에 대한 의미를 규정했는데, ‘쇠부리놀이는 쇠부리소리, 고
사, 풍물 등을 포함한 민속연희를 가리키며, 쇠부리소리는 쇠부리놀이에 포함된 성악곡 모두를 의마한다. 불
매소리는 향토민요의 가사에 들어가는 불매류 악곡 모도룰 포함한다’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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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통해 풍농・풍어제는 마을 단위 기원의례인데 비해 풍철(豊鐵)기원은
나라 전체에 필요한 소재를 공급하는 국태민안적 성격임을 부각시켰다. 국립
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 양영진은 「울산쇠부리소리의 전승 양상」에서 음악적
변천사를 정리하고, 이 소리의 교육・문화・역사적
가치의 무한함을 주창했다.
울산에서 활동하던 소설가 김수용은 달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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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얽힌 구충당 후손과 일본인 사이의 갈등
을 사실과 허구로 얽어 장편소설을 썼다. 이 소
설은 1987년 문학사상사에서 ‘불매’란 제목으로
발간됐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책으로 출판하기
한 해 앞서 ‘그 일몰’이란 제목의 시나리오로 작
성돼 KBS 방송 60주년 TV드라마 공모전에 입
선했다.
극작 및 연출가인 박용하는 뮤지컬 ‘불매’를,
전우수는 연극 ‘불매야 불매야’를 공연했다. 두

<사진3> 소설가 김수용의 소설 ‘불매’
의 표지. 이 소설은 쇠부리에 대한 사실
적 내용을 많이 알렸고 연극과 뮤지컬
대본에 영향을 줬다.

작품 모두 일제 강점기 달천광산을 배경으로 쇠부리에 종사하는 민초들이
일제에 저항하고 희생당한 삶을 엮었다. 연출자 강연하도 마당극 ‘달천골 철
철철’을 공연했다. 또 어르신 인형극단이 인형극 ‘달천이와 광산이’를 공연하
는 등 달천광산의 문화사적 가치에 주목했다.
1990년대 울산시는 도시는 중화학 활성화에 매진했고, 달천광산은 주목을
받지않고 채광사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 때 커다란 전환점이 생겼다. 경주
황성동 대규모 제철유적 발굴이었다. 울산 중산동유적과 달천광산을 일관성
있게 연결하는 획기적인 자료들이 나왔다. 이 발굴 소식이 알려지면서 울산
시민사회도 달천광산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일깨워지기 시작했다.
경주 황성동 유적은 한・일 고고학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이 유
적은 1988년부터 아파트단지를 개발하면서 지표조사부터 제철유적이 확인
돼 2006년까지 발굴작업이 진행됐다. 여러 발굴기관에 의해 13개 이상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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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뉘어 조사됐다.167) 특히 1990년~1991년 2차에 걸쳐 발굴된 경주시 황성
동 526번지 일대 19,830㎡ 유적은 ‘초일류급’으로 국내 및 일본 언론에도 보
도되었다. 권병탁은 1992년 「황성동 쇠부리터」에서 ‘사로 초기 신라는 반도
한쪽 모서리에 자리잡은 후진 지역이었다. 그럼에도 3세기에는 이웃 소국을
병합하고, 6세기까지 가야제국을, 그리고 7세기 후반에는 삼국통일의 성업
을 이룩했다. 그 경제적 기초는 황성동 쇠부리터에서 나온 것이 분명해졌다’
고 말했다. 일본 동북대 교수 정상수웅(井上秀雄) 역시 ‘당시 신라의 높은 철
기생산력은 6세기에는 가야제국을, 7세기 후반에는 반도를 통일하게 된 힘이
되었다’고 밝혔다.168) 이 유적에서 서기 3~4세기의 정련∙단야∙용해∙제강 등 일
련의 산업유적이 풍부하게 발굴됐다. 작업장과 폐기장이 망라됐다. 신라의
철기생산과 국부의 증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근거로서 부각됐다. 한일 학
계가 특히 주목한 것은 세가지였다. 첫째 금속성분 조사를 통해 비소의 함유
율이 측정됨에 따라 원광이 달천광산에서 채광된 것, 둘째 중산동 일원의 쇠
부리터에서 먼저 선철 형태도 제조돼 경주 황성동에서 가공됐다는 것, 셋째
비소가 함유된 철제가 일본열도에 전파된 것을 밝힌 점이다.
울산향토사 연구자 이유수가 1993년 논문 「달천철장의 연구」를 냈다.169)
경주 황성동 제철유적 발굴소식에 자극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서
는 문경현・권병탁・유승주 등 제철관련 논문과 사서를 비롯 구충당문집 및 울
산 중산리 유적조사보고서 등을 자료로 삼아 서술했다. 그때에도 고대 제철
의 중심지 논란의 대상인 변한과 진한 사이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그래도 변
진의 주된 철장으로 달천철장을 꼽아도 그리 큰 무리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

167.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의회, 2012, 『한반도 제철유적 종합보고서』, 「제2장 유적집성」
168. 권병탁, 1992, 「황성동 쇠부리터」, 신라문화제 학술발표 논문집 13. 재인용
169. 1993년 12월 『울산문화』 9집에 처음 실었고, 1996년 울산시가 발행한 『울산향토사 논총』에 전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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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견을 붙였다. 그리고 1993년 6월의 ‘중산리 유적 발굴’170)에 힘을 싣고
‘실로 이 중산리 유적의 발굴은 바로 삼국지 위지 동이전의 변진 국출철의 기
사를 뒷받침하여 주는 것이며 이곳 달천철광이 그 주역이었다는 것을 충분
히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조선 초기 이종주의 달천감독과 구충당의
재발견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했다.
이때까지도 석탈해와 달천광산의 인연을 살피지 않았다. 석탈해의 연구는
이른 시기부터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달천광산에 연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질・지형 및 광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각각 제 분야만 몰두하고
문화사적 가치를 연결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 인문적 연구자들
은 문화사적 획기를 그은 달천 땅의 의미를 읽어내는데 소홀했던 것으로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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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이즈음 울산 중산리 고분군 발굴은 달천광산에서 비롯된 고대제철산업의
중요도를 달구는 역할을 했다. 중산리 일대는 북구의 아파트개발 부지 수요
가 급증하면서 발굴대상지도 늘어났다. 그리고 아파트 부지마다 제철유적이
발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한미애의 2015년 「고대 울산 중산동세력
연구」는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간추렸다. 중산동유적은 서기 2~7세기 축조
된 것으로 전체 규모는 150만㎡ 가량으로 추정됐다. 숱한 고분에서 철제품이
나왔고, 철을 제련할 때 쓰는 백탄 제조가마도 26기가 발굴됐다. 이화중학
교 부지에서는 용광로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와 흙으로 덮고 보호지구로 남
겼다. 1990~2010년 사이 여러 곳에서 유적조사가 이뤄지면서 달천광산-중산
170. 중산리유적은 달천광산에서 4km 떨어져 있다. 여러 고분에서 철과 관련된 고대의 제품이 거의 망라돼 나타
났다. 철정을 비롯 낫・마구・갑옷・투구・화살촉・칼・창 등이었다. 창원대학교 박물관이 1991년7월~1994년까지
크게 3차례 발굴조사 했다. 이 대학박물관은 2006년 학술조사보서 『울산 중산리유적Ⅰ』 제40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철과 관련된 설명은 소략하고 주로 묘지에 관한 논의가 많았다. 그때까지만 해도 달천광산과 중
산동을 연결한 제철특화단지 개념이 옅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굴기간 중 조유전 최몽룡 신경철 등의 학자들
이 다녀갔으나 금속・제철 분야 연구자는 없었다. 조사대상지역은 북구 농소읍 중산리 618-4, 617, 616-2 현
대글로리아아파트 부지였다.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의 조합 아파트였다. 동대산맥에서 동천강으로 이어진 ‘회
양골’ 계곡 하류 지역이었다. 해발 38m인 동천강 하상에서부터 20m 높은 언덕 주위로 중소형 봉분 20여기
가 조사됐다. 이것을 조사하는 중에 7번국도 위쪽 대암아파트(중산리 688-3) 부지에도 봉토분이 드러나 긴
급발굴했고, 또 송유관 매설공사장(중산리 614)에도 문화재가 드러나 함께 조사됐다. 조사자들은 ‘한꺼번에
많은 유물이 쏟아지자 감당하기 어려웠고 너무나 벅찬 작업이었다’는 후일담을 남겼다. 아파트조합을 운영
했던 동덕공영(대표 윤병열)도 뜻밖의 유적조사때문에 존폐기로 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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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주 황성동으로 이어지는 제철역사의 실마리가 꿰어졌다.
그 결과 울산박물관은 울산의 철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자료
를집성했는데, 2013년 발행한 『울산 철 문화(蔚山 鐵 文化)』였다. 당시 울산
박물관장 김우림은 발간사에서 ‘울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철을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켜 국부(國富)를 일으킨 곳이며 그 중심에 달천광산이 있다’
고 밝혔다. 이 기획은 달천광산의 실체적 모습과 가치를 심층적으로 풀어내
는데 미흡했다. 622쪽에 이르는 이 책은 고고・역사에 치중됐고 지질・지형・금
속 분야 연구가 포함되지 않았다. 즉 달천광산에서 비롯된 철 문화의 원형을
탐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철 문화의 해석 분야에서는 몇 가지 특기할만한
제안이 나왔다.
김권일은 이 책에서 「울산지역의 제철 문화」를 집필했는데, 총론적 성격이
었다. 그는 달천광산에서 발굴된 채광유적과 야요이계 토기 등을 통해 중국
사서에 나오는 한반도의 고대 제철산지는 문경현・권병탁이 주장한 달천광산
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리고 원삼국시대 진한을 출발해 서해로는 낙
랑-대방군, 동해로는 예(濊)에 이르고 해협 건너 일본열도에 연결되는 ‘울산
철의 길’(Iron Road)을 제안했다. 이밖에 서영남은 「의기성 철기로 본 삼한・삼
국시대 울산철기문화의 상징성」을 실었고, 김도헌의 「울산지역 초기철기 시대
에서 조선 시대까지의 철기 문화」, 신동조의 「초기철기시대~삼국시대 울산지
역 철제품의 유통」, 김혁중의 「무기・무구로 본 고대 울산」이 편집됐다.
울산 북구문화원(원장 박기수)은 2017년 ‘달천철장 유산이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라지는 것은 울산의 문화적 수치이며 후세에 죄를 짓는 것’
이란 뜻을 세우고 『북구향토문화-달천철장을 중심으로 한 철문화』를 발간했
다. 달천광산과 관련된 연구자들의 성과 일부와 광산에 종사했던 분들의 기
억을 정리하고 영상물도 제작했다.
이 책에는 아주대학교 도구박물관 최영민이 「울산 달천철장의 역사」에서
광산의 변천사를 시대별로 요약해 실었다. 또 김권일・황창한・정상태・이태우
등이 「달천철장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의미」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와
쇠부리소리 발굴과 전승 분야에서 각각 경험한 내용을 정리했다. 또 광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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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근무했던 박경동・원만희・윤석원・정의범・정태일 등이 경험담을 기술했
다. 아울러 달천광산 보존을 요망하는 일본 연구자들의 요망서를 비롯, 윤석
원이 제공한 달천철장 연혁・광산현황・광종별 생산량・비소행태 및 유해성 평
가문이 실렸다. 이 책은 달천광산의 이모저모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최초의
기록이었다.
3) 울산박물관 망원창이 보는 달천광산
울산이 개척할 신소재는 그래핀과 수소다. 두 소재는 21세기 세계를 이끌
신소재다. 철기시대 다음의 ‘넥스트 빅 딩(Next Big Thing)’에 이르는 소재
로 꼽힌다. 당면 과제는 흑연에서 그래핀을 뽑아내는 것이며, 그 흑연을 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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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녹일 수소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울산은 2010년부터 그래핀과 수소
에서 선두주자다. 선두권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 궁극 목표다. 문
화재를 보존하고, 영감을 받으려는 이유는 과거에 비춰 현재와 미래를 개척
하려는 것이다. 문화행사와 관광콘텐츠를 확충하는 것도 시대적 비전을 실현
하는 과정이다.

<사진4> 울산박물관 맨 위층에 설치된 망원창이 바라보는 방향은 달천광산이다. 2천년전의 ‘쇠의 기적’을 바라
보며 오늘날에는 누가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고대하고 있다.

217

울산박물관 옥상의 거대한 망원창이 보고 있는 것은 달천광산이다. 역사
를 관통해 미래를 보려는 것이다. 달천광산은 흙을 달구고 녹여서 철을 탄
생시켰다. 하늘이 만든 운철(隕鐵)을 인간이 직접 만드는 그 고난도를 해결
했다. 바람을 불어넣고 망치로 두드려 만드는 신기는 깊이 각인됐을 터이며,
그와 같은 경이로운 일이 자기가 살고있는 어느 시대에도 일어나길 바랐을
것이다. 그러한 소망들은 실제에 일어나기 어려울 때는 허상이라도 꿈을 꾸
고 이야기를 엮었을 것이다. 그래서 도깨비같은 얘기가 생겨났을 것이다. 울
산은 그 이야기, 즉 도깨비 얘기의 출발점이 달천광산임을 깨닫고 그 유전자
(DNA)에서 출발할 수 있다.
울산은 그 유전형질을 통해 이미 반세기를 철기시대 선두주자로 뛰었다.
철강으로 건조한 선박으로 5대양을 항해하는 선박의 25%를 점유했다. 강판
으로 만든 차량으로 6대주를 질주하게 했다. 온산공단의 구리와 아연의 제
련 역시 세계 굴지의 역량을 보이고 있다.
달천광산이 구현한 영웅적인 개척정신을 깊이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녹
여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을 문화자원화라 일컫는다. 땅의 특성을 이해
하고 그 땅에서 창조력을 얻은 ‘시원선생’의 DNA를 찾아 계승하는 것이다. 울
산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다.
먼저 두두리 즉 도깨비의 변신과 등장이 주목된다. 울산쇠부리축제에서는
2013년 제9회부터 ‘두드림(Do Dream)’을 주제로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런
주제가 나온 것은 울산인에게 내재된 유전형질에서 추출된 것이다. 뚝딱거리
고 조립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두두리의 후예들이다. ‘두드림 공연’으로 타악
과 무용, 미디어 아트로 어우러지는 다원예술을 구가하고 있다. 이 행사 사무
국장 정재화는 ‘제철문화를 통해 꿈꾸고, 두드리며 즐기는(두드樂) 것으로 구
성했다’고 밝히고 있다. 쇠부리의 요체는 풀무로 모아 넣는 바람이다. 두드림
은 신바람이다. 이 주제 공연은 2020년에도 ‘타악 페스트 두드리’라는 이름으
로 공연했다. 두드림은 악기 중심으로 편성됐지만, 앞으로 이 행위와 맥락이
닿는 모든 산업전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 철을 녹이고 붙이는 조선회사, 구
부리고 조립하는 자동차회사 직원들은 물론이고 동제련과 아연제련 공장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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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들이 참여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
한편 이 축제는 매회 학술회의를 열어 제철문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2007
년 제3회 축제때 한・중・일 3개국 고대 야철지에 대한 연구성과를 공유했고,
2013년 9회때부터 매년 학술회의를 열어 쇠부리의 문화의 이해와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 이 축제에서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고대제철기술 복원시험도 주목된다.
이 사업은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한국전통제
철기술연구단’이 울산 쇠부리축제추진위원화와 함께 세부적 기술요소를 넓히
고 있다. 이 실험은 고대제철기법이 얼마나 고난도인가를 경험하고 이 경험을
통해 신기술을 획득하는 방법론을 체득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달천광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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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있는 철광석을 캐 쇠를 만드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북구청은 달천광산의 문화자원화를 위해 5차례 이상 계획을 짜고 집행해
왔다. 이런 용역이 반복되는 것은 담금질을 통해 낳은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계획에 앞서 실행할 달천광산의 실체파악이 부족
했다. 보존할 것, 조성할 것, 활용할 것을 궁리하면서 그 바탕이 되는 달천광
산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소홀했다. 먼저 위치, 지질, 지형이 최우선 파악되어
야 한다. 그리고 그 위치에 있었던 광산의 역사가 파악되어야 하며, 땅 위와
아래에 있는 설비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과 찾아올 것을 챙겨야
한다.

<달천철장 문화자원화 연구 경과>
달천철장 관광자원화 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12 한국행정정책연구원
달천철장 공원조성계획 2013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달천철장 보존 및 주변정비사업실시계획 2015 경호엔지니어링
달천철장 문화콘텐츠 개발 2016 울산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쇠부리문화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 2019 신라문화유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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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수립된 『쇠부리문화 보존 및 활용방안 연구』는 이런 과제를 추출해
정리됐다. 쇠부리문화를 재조명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들은 많
은 기대를 품게한다. 시굴조사만 하고 덮어둔 울산교육청 소유 중산동취락유
적을 확보해 발굴조사를 하고 고대와 근대를 잇는 학술자료를 축적하자고 했
다. 이 제안은 서기 3세기 전후 진한(辰韓)의 제철전성기를 복원하는 핵심사
업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구충당 후손들이 간직한 자료를 수집하
자는 제안은 울산 고유의 토철제련법을 비롯 달천광산 개발경위를 더 알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일제 강점기 달천광산 소유권 분쟁의 시말과 구충당 장손
의 동광발견 및 사후관리 등을 확인정리할 중요한 과제이다.
울산쇠부리소리 보존을 위한 방안도 있는데, 2020년 울산시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것만으로 부족하다. 이 소리의 원형을 전승할 여건이 완비되어야 한
다. 평균 연령이 높은 회원들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 가사 속에 함축된 의미
를 깊이있게 풀어내는 연구도 이어져야 한다. 2020년 퓨전국악 ‘범내려 온다’
가 국제적으로 호응받는 것에 비춰볼 때 풍철연행은 새로운 버전으로 발전할
많은 소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달천광산 채굴갱의 활용과 관련, 비소 또
는 중금속 오염을 우려하는 관점이 여전하다. 실체적 진위를 가려 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개발과정에 여러 이해가 맞물려 토양 및 수질 오염도가 과
장된 부분이 있었다. 이제 냉정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
다. 갱도의 안정성에 대한 정확한 해석도 추가해야 한다. 달천광산 주변 녹지
대의 수목관리를 미리해야 한다. 목탄에 필요했던 참나무류를 심고 남아있
는 죽림의 관리가 필요하다.
이 사업에는 4백억 원 가까이 든다고 추정됐다. 울산시∙북구청∙문화재청이
합심해서 이뤄내야 한다. 모든 사업들이 문화콘텐츠라는 이름에 귀결된다. 그
렇다고 모든 것이 문화적 소비로 끝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향
하는 것은 철기시대의 개막처럼, 그래핀과 수소라는 신소재를 향한 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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