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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太平洋 연안 미역 길(Kelp Road)에 관한 본 論文은 한국고래문화학회지에 발표된 先史時代 코리안들이 고래길(Whale 

Road)과 카약의 길(Kayak Road)을 따라 아메리카 新大陸으로 뻗어갔다는 앞선 연구들에 이어진 연구이다. 신대륙으로의 

이주론이 2003년 이래 베링해의 Land Bridge Theory(連陸橋論)에서 Beach to Beach Theory(海岸線論)로 대전환을 가져 

온데는 東北아시아에서 시작하여 가죽배(skin boat)를 타고 해안선을 따라 베링해를 거쳐 南美 끝단에 이르는 태평양 연

안의 ‘미역 하이웨이(Kelp Highway)’가 존재하고 있다는 해양 생태고고학적 데이터 연구들이 그 주요 배경이 되어 왔

다. 남북미 최고 오래된 考古學的 유적지로 알려진 칠레 Monte Verde에서 북미 캘리포니아 연안에서만 서식하는 약 1만 

4천 8백 년 전 미역 化石이 발굴되었다. 이것은 北美에서 미역을 가지고 南美 Monte Verde까지 海岸線을 따라 이주해 갔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硏究는 고래문화와 연계된 新大陸으로 뻗어나간 코리안 전통 미역문화를 남북미 太平洋 연안 미

역문화들과 집중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통 고래문화와 미역문화가 태평양 고래길(Whale Road)과 미역 길(Kelp Road)

의 그 원천 문화였다는 論據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thesis about the Pacific Kelp Road is an extended thesis from previous researches which have been published 

in the Korean Whale Culture Society. Those are about the prehistoric Korean activities who discovered the New 

World following the Whale Road and the Kayak Road 3,000 years ago. The theory of the major migration to the New 

World has been drastically changed from the Land Bridge Theory to the Beach to Beach Theory since 2003. The main 

background reasons of the change were the existence of the Kelp Highway through the Pacific coast lines from the 

Northeastern Asia all the way by way of the Bering Sea down to the far Southern America where can follow the 

coastal lines by skin boat. The Monte Verde in Chile, where the 14,800 years old seaweed fossils have been 

excavated. It means that the dried seaweeds of the Northern America had been carried to the Monte Verde of the 

Southern America following the coastal lines. I will analyse and focus intensively on the Korean migration to 

the New World finding traces of the Korean traditional culture of kelp and seaweed Furthermore, this study will 

suggest the bases of the argument that the traditional whale culture and kelp culture of Korea were the root hub 

of the seaweed and kelp culture of the New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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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 論: 1만 7천년 전 동북아 한반도 연안에서  

베링해를 거쳐 남미로의 이동

울주 반구대고래암각화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고래문화

는 광범위한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를 포괄하고 있다. 미역

문화가 고래문화에 이어져 있다는 기존 연구는 거의 전무

하다. 미역문화 연구는 고래문화 연구 영역의 그 방계문화

의 외연을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된다.

세계 最古의 반구대고래암각화에 미역나팔(Kelp 

Horn) 암각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반구대암각화가 해

안지대 생태환경에 익숙한 漁夫들의 치열한 海藻類 채취 

활약상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고래문화와 연관된 코리안 전통 미역문화는 가히 세계

적이다. 특히 코리안들에게 미역문화가 얼마나 특이하고 

크게 번성했는지는 16세기 일본측 史料에서도 나타나는대

로 다시마로 한옥의 지붕을 이었으며 먹을 것이 궁할 때

는 그 다시마 지붕을 뜯어먹기까지 했다.1) 고래뼈로 된 

대들보를 했던 알류산열도 아막낙섬의 코리안 온돌집의 

지붕도 다시마였을 개연성을 높여준다.2) 

아막낙 섬에서 3천년 전 코리안 온돌을 발굴 책임자였

던 영국 Aberdeen 대학 고고학과 릭 크넥(Rick Knecht) 

교수는 발굴 당시에는 ‘아막낙 온돌이 코리안 온돌과 같은 

것‘임을 강조했다. 그 후 본 연구자가 아막낙 섬이 있는 

유날라스카 시장으로부터 초청받아 그곳 시티홀에서 행한 

’코리안들이 고래를 따라 와서 아막낙 섬에 온돌을 남긴 

것‘이라는 코리안신대륙발견 강연 내용이 그곳 Dutch 

Harbor Telegraph에서 Did the Koreans Discovered 

the New World?라는 제하의 탑뉴스로 상세히 보도되자 

크넥 교수는 한국을 방문해 2014년 KBS 다큐에 출연하여 

본 연구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아막낙 섬 온돌을 만든 사

람들이 한반도에서 고래를 따라 작은 배를 이용하여 베링

해로 왔을 수 있다”라고 증언했다.3)

한반도에서 베링해를 거쳐 멕시코 태평양 연안 바하 

캘리포니아로 이어진 귀신고래 길(Whale Road)은 ‘미역길

(Kelp Highyway)’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美 오래곤 대

학 고고학과 쟌 얼랜슨(Jon Erlandson) 교수는 동북아에

1) 寺沢昌次, [繪本武勇大功記], 菱屋治兵衛.1790年.“戦国時代末期の豊臣秀吉一
代記に取材したもの。実録小説《真書太閤記》や1797年(寛政9)から1802年
(享和2)に刊行された読本《絵本太閤記 えほんたいこうき》などで知られた
題材である.” 金時德, 國立國會圖書館藏繪本武勇大功記飜刻と問題, 国文学
研究資料館紀要』35, 国文学研究資料館, 2009. 227頁.

2) 아막낙 온돌에 관해서는 한국고래문화학회에서 출판한 코리안신대륙발견론
의 앞선 연구인 김성규, "북태평양 해안선 고래길과 고래뼈 탈 문화", 2013,
참조.가죽배에 관해서는 김성규, '반구대 암각화에 카약(Kayak) 암각
화 存在 확인과 코리안 가락(駕洛)의 新大陸으로의 이동로 硏究'.
2015 울산고래축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지, 한국고래문화학회, No.2.
2015를 참조.

3) 리차드 크넥(Rick Knecht) 교수는 2014년 국제온돌학회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본 연구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KBS 다큐공
감 74회 '한반도에서 알래스카까지! 고래의 길을 가다'(2014년 11
월 1일 방송)에 출연하여 코리안들이 고래 및 다른 해양 동물들을
따라 베링해와 왔을 수 있다는 것을 증언했다.

서 시작되어 아메리카 대륙 연안에 이어지는 “해안선과 

미역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할 수 있는 생태적 컨텍

스트(ecological context)이자 바하 캘리포니아에 이르는 

‘미역 하이웨이(Kelp Highway)’”라고 했다.4)

그림 7. 태평양 Kelp Highway Map. 신대륙으로 이어지는 

켈프 로드가 한반도 연안에서 시작되는 것을 극명히 보여주는 자

료 출처: Journal of Island & Coastal Archaeology.

 근년의 DNA 추적 연구 동향에서도 동북아시아 해양인들이 

남미까지 이주해갔다는 연구들은 주목된다.5) 1만 4천 8백년 

전 칠레 몬테 베르데에서 미역화석이 발굴된 것은 동북아

시아인들이 적어도 1만 5천 년 이전에도 미역(kelp)6)을 

가지고 신대륙으로 이주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4. 동북아사이 해안지대 사람들이 남미까지 이주해간 것

을 보여주는 DNA 추적 연구 지도. DNA Map from the 

Northeast Asia to the New World.7)

本 論

I.  南美 몬테 베르데에서 발굴된 北美에서만 서식하

는 미역화석

몬테 베르데(Monte Verde) II 지역에서 발굴된 9가지 

미역 종류의 화석들 가운데 한 종류는 북미 캘리포니아 

4) Jon M. Erlandson et al., 'The Kelp Highway Hypothesis: Marine Ecology,
the Coastal Migration Theory, and the Peopling of the Americas',
Journal of Island & Coastal Archaeology, Vol. 2 Issue 2, 2010,
pp.161-174.

5) Tim Lohrentz, Prehistoric Human Migration in the Americas 03/15/2014.
https://archive.org/stream/nativeraces01bancrich#page/n11/mode/thumb
6) 우리나라에서 해조류의 종류는 수 십 가지에 이른다. 매생이, 김, 미역, 다시
마, 바닷말 등 그 특징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대표
적인 표현으로도 ‘미역’을 사용했다. 영어에서도 algae, seaweed, kelp 등
다양한 표현이 있으나 kelp가 그 대표적인 명칭으로 불린다.

7) Lohrentz,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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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에서만이 자생하는 미역으로 확인된 것은 미역이 서

식하지 않는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지역으로부터 칠레 

북단까지 구간은 북미의 미역을 말린 채 휴대하고 비상 

음식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을 적시하는 것이다.8) 

이러한 휴대 이동용 마른 미역문화는 한반도에서 해안

선을 따라 쿠릴열도 알류산열도까지 이동하면서도 가지고 

이동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II. 고래에게서 배운 한반도 해양권의 전통 미역문화 

우리민족의 전통 고래문화와 미역문화는 세계에서 가

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이 남아 있다. 울산 곽암(藿岩) 사

적지에서 보듯이 미역밭은 곽전(藿田)이라고 했고 논밭처

럼 재배지로 삼았다. 울진(蔚珍)과 평해(平海)에는 관에서 

파견된 미역 밭지기가 있었고 그것을 감독하는 감고(監考)

가 있었으며 미역 세를 거두기까지 했다.

동북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코리안들이 주로 미역을 

먹어왔다는 것은 여러 옛 문헌들에서 증명해준다. 李睟光

(1563-1628)은 [芝峯類說]에서 조선시대 사신이 중국에 

갈 때 “미역(海帶菜)은 반드시 가지고 가는 물품이었다. 

중국에서는 미역을 먹지 않는다(則皆不辨爲何物。中原則不

食此物可知也)”라고 썼다.9) [唐書] 발해전(渤海傳)에, “옥

주(沃州)의 솜[綿]과 남해(南海)의 곤포(昆布)를 기이한 물

건이라 했다”는 것은 당나라에는 미역문화가 주요 식문화

에는 들어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宋나라 서긍(徐兢, 

1091년-1153년)은 [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고려 사람들

은 미역을 귀천없이 널리 즐겨먹고 있다”고 했다. 明나라 

이시진(李時珍)의 [本草綱目]에도 ‘미역은 고려에서 나는 

것으로 짠맛을 빼고 국을 끓이면 기(氣)가 잘 내린다’고 

썼다. 미역문화는 고래문화와 함께 이어져 있다.

 

1. 출산한 고래에게서 배운 우리나라 産母의 전

통 미역문화 

고래토템은 고래가 새끼를 낳고 기르며 함께 다니는 

고래의 모계문화에서 숭상되었다. 출산 후 미역국을 먹는 

것은 종교적이었다. 아기가 출산되면 산모 머리맡에다 흰 

쌀밥과 미역국, 그리고 정한수로 삼신상(三神床)을 차린 

후 미역국을 먹었다.10) 정한수는 별이 내려오는 天神의 

것이고 쌀밥은 山神의 것으로 미역국은 海神의 것으로 여

겼던 것이다. 

북극의 흰 돌고래인 벨루가는 실제로 미역을 먹고 전

통사회에서 고래라고 여긴 고래상어(Whale Shark) 또한 

미역을 먹는다. “고래는 물을 삼킬 때에 미역도 함께 삼킨

다(the whale takes a mouthful of seawater with some 

8) T. D. Dillehay, Monte Verde: A Late Pleistocene Settlement in Chile, Vol.
1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1989).

9) 李睟光. [芝峯類說].
10) 丁若鏞, [經世遺表].

kelp)”11)고 한 것은 울산 전통 무속에서 해신인 영등할매

에게 미역을 제물로 바친 것에 이어져 있다.

조선시대 후기 이규경(李圭景 1788- )의 [五洲衍文長

箋散稿] 중 "산부계곽변증설 (産婦鷄藿辨證說)에 따르면 

“고래에게서 배워 우리나라 산모들이 출산 후에 미역을 

먹었다”12)고 했고, 18세기 成大中(1732～1809)은 그의 

[靑城雜記]에서 “산모의 미역국은 고래에게서 배운 것”13)

이라고 썼다. 우리나라 전국의 내륙 지명에 미역골과 고래

골 지명이 함께 많은 것은 특이하다. ‘미역골’이라는 지명

이 울주군 두동면 미역골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곳이 

있고, ‘고래골’이라는 지명은 20여 곳이. 고래산은 11곳이 

있다. 

   

2. 다시마 지붕(Kelp Roof)은 코리안 오리지날 

고래잡이들의 ‘한옥’

일본 사료인 테라사와 마사츠구(寺沢昌次)의 [繪本武勇

大功記](1790年)에 의하면 1592년 임진왜란 때 함경도를 

점령한 가토 기요마사(加藤淸正)가 함경도 최북단의 서수

라(西水羅)마을에 진을 쳤을 때 그 마을의 조선사람들의 

가옥은 지붕을 다시마로 이었으며 그것을 뜯어먹기까지 

했다는 내용을 그림과 함께 남겼다.14) 다시마 지붕(kelp 

roof)은 海洋民族인 우리민족의 오리지날 고래잡이 한옥 

의 프로토타입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西水羅 마을은 서포항 굴포문화(屈浦文化) 지역으로 구

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복합층 패총에서 아막낙 섬 

고래뼈 탈(Whalebone Mask)과 동시대인 3,000년 전 고

래뼈 탈(Whalebone Mask)이 고래뼈 노(Whalebone 

Paddle)와 함께 발굴된 곳이기도 하다.15) 다시마 지붕을 

만든 ‘미역마을’ 서수라 지역에 고래문화가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래뼈로 된 대들보와 서까래 및 고래뼈 기둥을 했던 

3,000년전 알류산열도 아막낙 섬 코리안 온돌집16)의 그 

지붕은 다시마였을 수가 있다. 

11) 현대과학에서 고래는 미역을 먹지 않는다는 설은 전통의식에서는 맞지 않
는다.'Migration of the Gray Whale,' Marine Science. 2007.

http://www.marinebio.net/marinescience/05nekton/GWmigration.htm
12)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13) 成大中. [靑城雜記] 제5권 醒言.
14) 金時德, 國立國會圖書館藏繪本武勇大功記飜刻と問題, 国文学研究資料館紀
要』35 (国文学研究資料館, 2009. 227頁. 戦国時代末期の豊臣秀吉一代記に
取材したもの。実録小説《真書太閤記》や1797年(寛政9)から1802年(享和2)
に刊行された読本《絵本太閤記 えほんたいこうき》などで知られた題材で
ある。

15) 김원룡, “웅기 굴포리 서포항 貝塚의 遺物,” 역사학보 제32집 1966.
pp.170-179.

16) Jason S Rogers. 'Architecture and Complex Hearth Features at the
Amaknak Bridge Site, Eastern Aleutian Islands, Alaska'. Arctic
Anthropology Vol. 48, No. 2, 2011. 알라스카에는 고래뼈 골조를 한 집 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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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1592년 함경도 최북단 西水羅 마을의 집. 기와가 아

닌 ‘다시마 지붕’을 했다. 출처: 寺沢 昌次), [繪本武勇大功

記](1790年).

판소리 [沈淸傳]에서 묘사한 龍宮은 ‘고래뼈 대들보를 

걸었다(卦鯨骨爲樑)’라고 했다.17) 우리 말 속에 ‘고래등 같

은 집‘은 문학이 아니라 歷史였다는 것이 확인된다. 

 

3. 고래-미역숲 문화와 동아시아 龍宮 개념

옛사람들에게 고래와 상어 그리고 고래상어는 같은 ‘고

래’ 영역으로 인식했다. 흥미롭게도 고려청자의 하나인 청

자양각연지동자문완(靑磁陽刻蓮池童子文碗)이라는 청자에

는 고래상어 문양이 중심에 있고 동자들이 연꽃잎(본래는 

미역이었을 것)과 수초들에 둘러싸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대로 고래-미역숲이 이루는 龍宮 이미지로 龍宮

에서 남녀 동자들이 환생하는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18) 

  

그림 9. 고래가 오는 미역숲 龍宮을 재현한 고래(엄격히는 고

래상어)가 바닥에 새겨져 있는 청자양각연지동자문완(靑磁陽刻蓮

池童子文碗). 국립중앙박물관.

연꽃과 고래가 등장하는 [沈淸傳]에서 민물 꽃인 연꽃

이 바다에 살 수 없듯이 미역을 연꽃으로 윤색한 것이다. 

사실은 미역숲에 둘려진 고래를 찾아간 심청은 청자양각

연지동자문완(靑磁陽刻蓮池童子文碗) ‘용궁’ 속의 미역과 

고래 그리고 동자와 일치한다. 이와같은 희귀한 고려청자

의 고래-연꽃(미역)-동자로 구성된 용궁문양은 영주 성혈

사 극락전 문살 문양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뿐만아니라 

[三國遺事]에도 기록되어 있는 밀양 萬魚寺에는 단청이 

위호하는 고래바위가 부처 대신에 미륵전 중심에 모셔져 

있다. 온갖 색깔의 단청은 불 켈프 숲(Bull Kelp Forest) 

이미지이고 그런 미륵전 안에 들어가면 환생하는 동자가 

17) “卦鯨骨爲樑 集魚鱗以作瓦“, 완판본 [沈淸傳], 정하영 역주, 고대민족문화연
구소, 1995, 154쪽..

18) 김성규, ‘고래문화 歷史에서 龍王信仰과 고래: 고래상어, 범고래, 귀신고래,
외뿔고래를 중심으로,’ 2015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집, 한국고래문화학회,
2015 참조.

된다고 믿었을 것이다.19)

그림 10. 밀양 만어사의 고래바위를 모신 미륵전과 성혈사 

문살 문양과 같은 구조를 가진 청자양각연지동자문완(靑磁陽刻蓮

池童子文碗)과 그 문양.

일본과 동남아에도 바다의 중심에 고래가 있다는 개념

이 있다.20) 필리핀 남부 마라나오(Maranao) 지역에는 ‘바

다의 배꼽(Naval of Sea)’에 룸방(Lumbang) 또는 탄다약

(Tandayag)이라는 큰 고래가 사는 것으로 전해져 오며21) 

그 고래가 지진과 풍랑을 일으킨다고 믿었다.22) 대지지모

의 혈(穴) 자리에서 환생하는 조선시대 風水는 신라시대에 

‘海尺之母의 배꼽’에서 태어나는 고래자리가 원형이었다고 

사료된다. 배꼽은 전생과 이생의 나루라고 할 때, 죽어 고

래가 되고자 분골경진(粉骨鯨津)이라 유언한 문무대왕의 

鯨津(고래나루)은 해중대룡(고래)으로 태어나고자 ‘바다의 

배꼽’을 닮은 해중능에 묻혔을 것이다.

4. 十二支神像 및 전통 仙女服의 띠옷과 미역

 

전통 사찰의 선녀 벽화나 십이지신상은 항상 띠옷을 

하고 있다. 띠옷은 미역(海帶)을 이미지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에밀레종의 에밀레 문양 또한 미역을 감고 

있는 선녀의 모습이다. 미역이나 김을 ‘띠옷’을 의미하는 

해대(海帶) 또는 해의(海衣)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림 11. 에밀레 옆에도 미역이 새겨져 있듯이 전통 선녀복

의 띠옷은 고래가 미역을 감는 미역 숲에 들어가 미역을 따는 潛

女(해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III. 코리안 傳統文化 속의 바닷말(Bull Kelp) 

19) 바다 속에 사는 교인(鮫人)이 물가로 나왔다가 돌아간다 전설은 진(晉)나
라 좌사(左思)의 [吳都賦] 註에 나온다. 최립(崔岦：1539~1612), [簡易集] 제
7권 송도록(松都錄)에서 인용.

20) Paul Kekai Manansala, Quests of the Dragon and Bird Clan: The
Golden Age (Vol. III), Lulu.com, 2015. pp.56-57.

21) 바다의 배꼽(Naval of Sea)이란 심청전의 인당수 龍宮과 같은 우주의 중
심개념이었다. 상세한 정보는: 김성규,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에서 망양
정(望洋亭)의 '천근(天根)'은 고래를 의미”,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i7Ny/396.

22) Manansala, p.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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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구대암각화의 바닷말 나팔(Kelp Horn)과 高

句麗 고분벽화 

 

미역 가운데 가장 큰 종류가 불 켈프(bull kelp: 

durvillaea antarctica)이다. 줄기에는 잎이 자라지 않고 

꼭대기에만 미역보다 긴 잎들이 물결에 펄럭인다.

그림 12. 왕바닷말(bull kelp)은 용궁환생 믿음에서 巫俗과 

巫具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불 켈프(Bull Kelp) 대궁을 잘라보면 그 속이 비어 있

어 대곡리암각화에 보이듯이 옛사람들은 그것을 고래가 

나타났을 때 알리는 나팔(horn)로 만들어 불었다. 피리나 

나팔을 불면 바다의 고래가 반응했기에 옛사람들은 “어룡

이 듣는 옥피리 소리(魚龍玉笛聞)”23)라고 했을 것이다. 본 

연구자에 의하여 돌피리(stone flute)가 고래를 부르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 학계에서 처음으로 해석되었다.24) 5세

기의 돌피리 한 점이 부산에서 발굴된바 있고25) 돌피리가 

일본에서는 神을 부르는 이시부에(石笛)라 했다.

반구대 대곡리암각화의 바닷말 나팔(kelp horn)을 부

는 사람 그림은 '고래 고함자(whale crier)'를 그린 것이라

고 본 연구자는 주장해 왔다. 

그림 13. 남아프리카 공화국 Hermanus 지방의 고래나루에서 

현재 세계 유일의 고래 고함자(whale crier). 반구대 고래암각화

의 '바닷말 나팔부는 사람과 일치한다. 동영상 참조26)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지금도 고래를 발견하면 바닷

말 대궁으로 만든 '켈프혼(kelp horn)을 부는 사람을 '고래 

고함자(whale crier 또는 whale caller)라고 한다. 우리 

말의 ‘고래고함’이라는 말은 '고래 고함자(whale crier)'라

23) 崔岦, [簡易集].
24) 필자는 2015 울산고래축제학술세미나에서 반구대암각화의 임신한 고래 앞
의 남근을 노출한 사나이는 고래를 부르는 돌피리를 부는 남자임을 발표
하고 학술대회장에서 그리고 2015고래축제장에서 돌피리 연주 시연을 한
바 있다. 고래를 부르는 돌피리는 울산광역시 관광상품으로 추진되고 있으
며 필자가 찾아낸 돌피리 돌이 출토되는 포항 여남마을 해변은 도로를 내
려다가 필자의 주장으로 환경청에서 자연보호구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25) 5세기 삼국시대 ‘돌피리’(有孔石) 1점이 부삭 복천동 22호 고분에서 발굴되
어 부산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필자가 최초로 돌피리를 발굴 학
술대회에 브리핑과 시연을 했다.

26)고래고함자의 켈프혼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Qmmt98nyw

는 말에서 나온 말일 것이다. 고래고함자는 돌로 된 돌피

리(stone flute), 고래뼈로 된 피리(whalebone flute), 바

닷말 나팔(kelp horn)을 불었다.

바닷말 나팔이 반구대암각화 외에는 없을까 다각도로 

추적해 보았다. 高句麗 무용총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여러 

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바닷말 나팔’ 즉 ‘미역 나팔’ 

그림이 남아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다. 대곡리암각화의 

미역나팔과 연계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고구려인들은 바닷가에 

도읍을 한 동부여의 후예였다. 

그림 14. Korean Historic Kelp Horn(미역나팔). 고구려 무

용총 벽화와(왼쪽) 수산리 벽화(오른쪽). 안악3호분 벽화, 약수리 

고분벽화, 강서대묘 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2. 바닷말(Bull Kelp)과 코리안 전통 巫俗

불 켈프(bull kelp)가 바다 속 물결에 펄럭이고 그 아

래로 고래가 드나드는 것을 본 옛 해녀들은 ‘용궁’ 이미지

를 무속의 굿판에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림 15. bull kelp 숲의 龍宮을 지상에 재현한 한국 전통 巫

俗의 장대 목간(木竿)에 비단 천을 늘어트린 長長彩繩27)

제주도 칠머리당 영등굿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통 마당

굿에서 목간(木竿) 끝에 장장채승(長長彩繩)을 매달아 사

방으로 당겨 '영등신' 즉 고래해신이 찾아오기를 기원했다

는 사실을 2015울산고래축제 학술대회에서 본연구자가 발

표한 바 있다.28) 울산지방에서도 제주도와 같이 음력 2월

을  영등달로 하여 좋은 돌미역을 따서 무색천과 백지를 

댓가지에 묶어 부엌이나 장독 등에 걸어 놓고 ‘영등할만

네’에게 한 해의 풍어를 빌어 왔다.

IV. 한반도 미역문화와 태평양 연안 미역문화  

1. 남미 칠레 원주민들의 미역문화

27) 목간(木竿)에 장장채승(長長彩繩)을 매는 마당굿에 대한 자료: [新增東國
輿地勝覽],.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8, 제주목 풍속조.

28) 김성규, ‘고래문화 歷史에서 龍王信仰과 고래: 고래상어, 범고래, 귀신고래,
외뿔고래를 중심으로,’ 2015 한국고래문화학회 논문집, 한국고래문화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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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길은 미역길에 포개진다. 축치(Chukchi)와 베링해 

일부 원주민들도 미역을 먹었다.29) 본연구자가 현지 탐사

한 결과 칠레 원주민들도 코리안 미역국과 거의 같은 미

역국을 먹는다. 그런 미역국 풍습은 동북아시아 한반도 연

안의 고래문화와 미역문화에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7.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이 현지 탐사를 하는 중에 칠

레 미역국 시식회를 마치고 기념사진. Puerto Montt 시 

Angelmo 어시장 Pa'Mar adentro 레스토랑30) 

칠레인들은 다양한 종류의 미역들(kelps)이 있다. 칠레

는 매년 미역을 9만여 톤 생산한다. 그 가운데 미역국으로 

사용되는 것의 하나는 불 켈프(bull kelp)의 줄기인 코차

유요(cochayuyo)이고31)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김'에 해

당하는 루체(luche 또는 luchi)라는 미역이다. 

 

그림 18. 칠레 미역인 꼬차유요(Cochayuyo)와 루체(Luche)

(왼쪽).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이 2016년 칠레 푸에르토 몬트에서 

루체로 만든 칠레 미역국을 시식하고 있다(오른쪽). 

2. 조선시대 왕실의 미역 염습(殮襲)과 태평양 연

안 미역 염습(殮襲)의 전통 

미역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뿐만이 아니라 사후의 세

계에도 의미를 가졌다. 태조 이성계도 장례를 치를 때 마

른 미역으로 시신을 감쌌듯이32) 조선시대 왕들이 崩御하

면 왕의 棺에 미역을 감았다. 조선시대에는 崩御한 왕들의 

위패를 모신 종묘에서 천신(薦新)을 할 때도 미역을 봉진

했다.33) 이것은 미역이 사후세계 즉 龍宮의 요소임을 보

여준다. 문무대왕처럼 용궁에 들어가서 海神(해중대룡)이 

29) Edward J. Vajda, "Siberian Yupik (Eskimo)"
http://pandora.cii.wwu.edu/vajda/ea210/aleut.htm
30)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은 2016년 4월 칠레 Puerto Montt 市
Angelmo 어시장 Pa'Mar adentro 레스토랑에서 칠레 미역국 시식
회를 가졌다. 칠레 미역국 시식회 관련 사진자료와 동영상: 코리안신대륙
반견모임 홍페이지 http://cafe.daum.net/zoomsi/kHFx/22 .

31) cochayuyo라는 뜻은 케추아(Quechua) 언어로 미역(seaweed)이라
는 뜻이다. Eugenio Pereira Salas, the History of Chilean Cuisine,
quotes Spanish conquistador Cortéz Ojea 1977. (April 15, 1558. Diary).

32) 임금 붕어시 염습 때 미역의 양을 너무 많이 사용하여 일부는 몰래 시장

에 내다팔아 일반백성들이 사다 미역국을 끓여 먹어 국상이 나면 미역 값

이 내려갔다 고 해서 ‘국상 중 미역 값’ 이란 말이 남아있다.

33) 왕의 장례에 쓰는 미역을 ‘國葬미역’이라 한다. [承政院日記] 高宗 1年
(1864).

되는 것으로 믿었던 풍습을 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시신을 ‘미역으로 감는다’는 말은 서양의 ‘침례’나 ‘세

례’처럼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말 ‘멱감다’는 

말은 고래와 해달(물에 뜨는 동물이기에 뱃사람들의 토템

이 되어옴)이 ‘미역을 감는’ 것에서 그 어원이 되었다고 생

각된다. 

미역감는 염습(殮襲) 풍속은 남북미 태평양 연안 원주

민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알류산열도 원주민들도 미이라

가 모셔진 바구니 관을 미역으로 감싼 미역 염습을 했

다.34) 1875년에 페루에서 발굴된 상당수 Ancon 미이라들

도 미역으로 감싸져 있었다.35) 한반도 연안의 고대 미역 

염습이 전해진 것이라 하겠다.  

V. 선사시대 南美로 간 코리안 뱃사람들 

1. 몬테 베르데인들의 DNA 유전자는 東北아시아

인들과 일치

코리안 문화와 칠레 원주민 문화는 혈통적으로 역사적 

연계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다. 신대륙 원주민들의 언어의 

뿌리의 하나인 이른바 proto-Ch'orti' 언어가 동북아시아

의 언어에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테네시주 네쉬빌

에 있는 벤더빌트 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 유전자 

학자인 Brian Kemp 교수는 해안지대 사람들의 DNA를 

연구하여 해안선을 따라 남미 몬테 베르데로 이주한 사람

들의 유전자들(Q Y-chromosome 및 Haplogroups A와 

D)이 동북아시아 해안지대 사람들과 일치한다고 주장했

다.36) Kemp 교수는 “몬테 베르데 지역의 원주민들의 조

상은 대부분이 코리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이주했

다”고 코리아를 강조했다.37) 

2. 칠레 몬테 베르데人들은 동북아시아에서 태평

양 연안을 따라 가죽배로 이주해 온 것

Hubert Howe Bancroft는 1875년에 쓴 그의 책에서 '

동북아에서 신대륙까지 이동하는 해류가 존재한다'고 썼

다.38) 오늘날 쿠로시오 海流는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Journal of Island and Coastal Archaeology에 따르면 

그들은 해안선을 따라 가죽배(skin boats)를 이용했다.39) 

34) 시신을 해달가죽으로 감싸는 경우도 있었다. Native American Nations.
http://www.nanations.com/burialcustoms/mummies.htm.

35) 'What were mummies wrapped up in?', Native American Nations.
https://answers.yahoo.com/question/index?qid=20070518164708AAuyKIL
36) Brian M. Kemp et al., 'Genetic Analysis of Early Holocene Skeletal
Remains From Alaska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Settlement of the
Americas,'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132, p.605.

37) Lohrentz, ibid.
38) Hubert Howe Bancroft, 'The Native Races of the Pacific States,' Vol.1.
Wild Tribes, iNew York, Dr. Appleton and Company, 1875. p.38.
(E-book):

https://archive.org/stream/nativeraces01bancrich#page/n11/mode/thumb.
39) Erlandson, et al.,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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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본 연구자가 2009년 “반구대 고래사냥 배는 가죽배

(우미악)”라는 최초의 발표가 2012년 10월 25일 울산제일일보에

서 소개된 것과 함께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에서는 2016년 가죽 

카약과 가죽 우미악을 복원해 NEWS 1 등 여러 언론 매체에도 

보도되었다.40) 

베링해 우난간(Unangan) 원주민들의 가죽 카약

(qayaq)은 우리의 ‘가락(駕洛:물에 띄우는 가마)’이 올라간 

것이다.41) 이를 증명하듯 경남에는 ‘가약’은 배(舟)라는 뜻

으로 사용되는 방언이 지금도 남아 있다.42) 가죽배로 고

래를 잡는 어부활동은 남미 끝단 야간(Yahgan) 부족에게

도 남아 있다. 

3. 고래 닮은 신라인들의 偏頭文化와 태평양 고

래길-미역길의 고래머리 문화 

북극 지역의 전통 원주민들의 神話에 의하면 고래와 

혼인하는 의식에서 두개골(whale skull)을 머리에 썼다.43) 

고래뼈 탈(whalebone mask)은 고래와 혼인한 처녀가 머

리에 면사포 대신에 쓰는 고래 두개골(whale skull)이 그 

원형이다. 고래 두개골을 쓰다가 사람의 두개골 자체를 고

래처럼 편두형(褊頭形 dolichocephalic)으로 만드는 것으

로 전이된 것으로 보인다. 

편두형 머리는 고래가 많이 찾아오는 동해안을 면한 

고대 진한(辰韓) 때부터 그리고 신라 지역에서 특히 유행

했다.44) 新羅에는 왕이 편두(偏頭)를 행했고 실제로 김해 

예안리 85호 고분에서는 편두 인골이 출토되었다. 신라토

기와 신라토우에는 사람의 머리가 고래처럼 뾰죽하게 조

각되어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베링해 원주민

들도 남미 원주민들도 편두 머리를 하거나 장식을 했다.. 

40) [NEWS1, ‘울산 고래문화 알리려 국내 첫 '가죽배' 제작.: 소가죽 이용 선
사시대 고래잡이배 재현,’ 2016년 7월 10일 보도. 울산매일, ‘암각화 고래잡
이배 ‘가죽배’로 복원: 조상들 신대륙으로 떠난 역사적 출발점,‘ 2016년 7월
11일 보도.. BBS 뉴스., ‘선사시대 울산 고래잡이 배는 가죽배. 2016년 7월
11일 보도. 경상일보, 코리안신대륙발견모임 등 고래잡이배 복원행사 열어,‘
2016년 7월 10일 보도.

41) 김성규, '반구대 암각화에 카약(Kayak) 암각화 存在 확인과 코리안 가락
(駕洛)의 新大陸으로의 이동로 硏究'. 2015 울산고래축제학술발표대회 논문
지, 한국고래문화학회, No.2. 2015..

42) 카약이 駕洛에서 기원한 필자의 논문을 뒷받침하는 경남 방언 중에 ‘가약’
이 배(舟)라는 뜻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치이다. 카약은 구멍(hatch)으로
들어가는 배다. 구멍에 대한 우리의 옛말의 변화는 구먹(凹) -> 가막 ->
가냑 -> 가약(舟)으로 발전했다.
http://kin.naver.com/openkr/detail.nhn?docId=84089

43) ‘Jim Nollman, Mysticism and Science’, Interspecies, 2010.
http://www.interspecies.com/pages/1008news.html
44) [三國志] 魏書 東夷傳 弁辰條

  

그림 23. 머리가 고래머리처럼 편두형인 신라시대 카약 닮은 

토기위의 사람(왼쪽). 칠레 남단 야간(Yahgan) 부족들의 '고래머

리‘ 장식(오른쪽)과 일치한다.45)  

 

편두((dolichocephalic) 풍습은 알류산열도 우난간

(Unangan) 원주민들의 미이라에서도 발견되고46)  뱅쿠버 

태평양 연안 인디안 풍습에서도 그리고 남미 페루 태평양 

연안에 유행했던 나즈카 문화(Nazca Culture)에서도 칠레 

끝단 야간(Yahgan) 부족의 머리 장식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4. 베링해 지역 뱃사람들의 神像 및 고래뼈로 만든 부

채 든 무당. 고래 머리를 흉내낸 신라의 편두 풍습에 이어진 것으

로 보인다.

편두문화와 함께 신라인들의 性的인 토우들이 페루 모

체문화(Moche Culture)의 性的인 토기들과도 일치한다. 

 

4. 남자는 고래잡고 여자는 海女로 물질한 남미 

끝단 야간(Yagan) 부족

2016년 제주도 해녀문화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

었다. 그에 걸맞는 제주도 해녀문화의 세계성 확보는 의미

깊다. 일본의 아마(海女)는 제주도 잠녀(潛女)가 원조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해녀문화는 남미 끝단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본연구자가 현지 탐사에서 확인했다. 안

네 채프만(Anne Chapman)이 야간(Yahgan 또는 

Yámana) 부족에 대하여 쓴 책에는 “남자들은 가죽배를 

타고 고래를 잡고 여자들은 물질을 하는 海女문화”가 있

다.47)48) 

45) 김성규. '배바위' Ship Rock Island에서 운주사(雲住寺)의 미륵돌이!‘ 코리
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jziO/20

46) Joan Brenner Coltrain, M. Geoffrey Hayes, and Dennis H. O’Rourke,
Hrdlicˇka’sAleutianPopulation-Replacement Hypothesis A Radiometric
Evaluation. Department of Anthropology, University of Utah, 2016. p.538.

47) Anne Chapman. European Encounters with the Yamana People of Cape
Horn, Before and After Darwi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42.
(E-book) https://goo.gl/7nM129.

48) Puerto Williams, 'Review: Rosa Yagan, a Native American woman from
the end of the world', Digital Journal. Aug. 18, 2014.

http://www.digitaljournal.com/a-and-e/arts/review-rosa-yagan-a

-native-american-woman-from-the-end-of-the-world/article/397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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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마지막 야간(Yahgan) 부족 해녀인 Lakutaia le 

Kipa(영어명. Rosa Yagan)49) 와 현대 칠레 원주민 여인들이 미

역을 채취하고 있는 장면. Seaweed gatherers at work Chile. 

 

칠레 파타고니아 지역의 알라칼루프(Alacaluf) 부족 여

인들은 대합이나 성게를 잡기 위하여 7-8 m 바다 속까지 

물질을 했고(제주 해녀로 말하면 ‘중군해녀’ 급) 그들의 채

취물을 담는 바구니(태왁)는 이로 물고 작업을 했다. 제주 

해녀들처럼 바구니가 가득 차면 타고 온 배에 채취물을 

계속 올리는 물질을 했다..50)

야간 부족이 고래를 잡을 때 큰 물개 가죽으로 만든 

가죽배인 야푸(Yapoo) 또는 이아푸(Iapooh)를 사용했으며, 

특정 고래(범고래 뼈)로 만든 작살을 사용했다.51) 야간인

들은 고래가 해안에 떠밀려 오는 것을 해안선 높은 곳인 

고래 망루대에서 확인하고 고래를 잡았다.52) 이러한 고래 

조망하는 망루대(望樓臺)는 고래를 보거나 고래 사냥을 위

하여 베링해 우난간(Unangan) 고래잡이 풍속에도 등장하

며53) 경주 해중능(海中陵) 근처 이견대(利見臺)의 본래의 

기능 또한 고래를 보는 망루대가 기원이었을 것으로 보인

다.54) 

야간(Yahgan) 부족들은 고래가 어느 해안으로 떠밀려

서 오는지 무속적으로 점을 쳤다.55) 야간부족 海女들이 

우리나라 해녀들처럼 켈프 숲 바다에서 물질을 하고 채취

한 것을 켈프(kelp)로 만든 바구니56)에 담아 그들의 배에 

49) Patricia Štambuk; Andrés Jullian F; Kalina Vera-Uršić. Rosa Yagan, the
last link : the story of a native american woman from the archipelago
of Cape Horn, the end of the world. Punta Arenas, Chile : Bedřich
Magaš-Kusák, 1998.

50) Stefan Anitei, The Enigma of the Natives of Tierra del Fuego Are
Alacaluf and Yahgan the last Native Black Americans? Mar 11, 2008.

http://news.softpedia.com/news/The-Enigma-of-the-Native-of-Tierra-del-Fue
go-80693.shtml#ixzz487ff10rw

51) Anne Chapman. ibid. p.262, p.110.
52) Chapman. ibid. p.52. 고래가 오는 곳을 내려다 보는 망루대는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안의 望海, 海望, 望洋, 望祥, 觀,魚臺 등의 지명은 고래를 보았던
곳으로 해석될 수 있다. 김성규. ‘정철(鄭澈)의 [관동별곡]에서 망양정(望洋
亭)의 천근(天根)은 고래를 의미’.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i7Ny/396.

53) 일본의 고식 고래잡이의 경우 야마미(山見, やまみ) 또는 야마미다이
(山見台)라고 부르는 망루대가 있었다.
http://www.town.taiji.wakayama.jp/kankou/sub_01.html 김성규, ‘가지토리
자키(梶取崎, かじとりざき)와 도우묘자키(燈明崎 とうみょうざき)의 고래
봉화,’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jU5Q/618

54) 우리나라에서는 동해안 지명들인 望海, 海望, 望洋 등이 베트남의 경우
처럼 고래사냥 보다는 해신으로서 고래를 보는 망루대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라 신문왕이 외뿔고래를 잡은 경우 이견대(利見臺)는 일본의 야마
미다이(山見台)와 같은 역할을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김성규, ‘三
國史記에 기록된 신라에 나타난 외뿔고래,’ 코리안들이 신대륙을 발견했다.
http://cafe.daum.net/zoomsi/ZxB1/345

55) Chapman. ibid. p.56.

올리곤 했다57)는 것은 제주도 해녀를 그대로 보는 듯하

다. 야간(Yaghan) 부족들이 ‘남자들은 고래를 잡고 해녀들

은 물질을 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전통 고래-미역문화와 

연계성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結 論 

본 論文은 반구대고래암각화로 상징되는 先史時代 코

리안 고래잡이들이 신대륙으로 이주한 초기의 北美를 거

쳐 이제 南美 칠레 몬테 베르데(Monte Verde)까지 가죽

배(skin boat)를 타고 마른 미역을 비상식량으로 가지고 

갔을 수 있다는 論據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해류 조건 뿐

만 아니라 미국의 해안선 고고학계의 이론인 동북아시아

에서 시작하는 kelp highway는 이제 신라인들의 편두문

화와 성적인 토우가 페루 모체문화(Moche Culture) 토기 

및 편두문화에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나라 

전통 왕실의 장례에서 미역으로 관을 감싼 것은 베링해와 

남미 태평양 연안을 따라 이어져 있다는 것은 몬테 베르

데인들의 DNA 유전자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온 것이라는 

해외 연구 사실들에서 방증이 되었다. 본 논문을 위하여 

칠레 현지 탐사를 실시하여 南美 끝단 칠레 원주민들 가

운데 특히 Yaghan(야간) 인디오 부족들은 코리안들처럼 

‘남자는 고래를 잡고 여인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 물질을 

해온 海女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

었다.

고래뼈 골조에 다시마 지붕(kelp roof)을 가진 ‘코리안 

고래잡이들의 오리지날 한옥’의 전통을 가진 코리안 뱃사

람들의 고래-미역 문화가 칠레 몬테 베르데에까지 이어가

서 14,800년 전 미역화석이 발굴된 역사는 오늘날 칠레 

원주민들의 미역국 풍습에까지 이어져 있고 칠레 원주민

들도 밥상에 고추장을 상시로 올려놓고 먹는 습관에 까지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는 반구대고래암각화를 필두로 역사-고고학적

으로 세계적인 고래문화 메카의 나라이다. 울산고래축제와 

연계하여 미역축제는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완도에서 개

최된 세계미역축제의 확대 및 울산의 곽암(藿岩) 사적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제적인 미역문화 이벤트로 개발할 필

요성이 제기된다. 바다문화의 요람으로서 현대개념의 국제

龍宮祝祭를 비롯한 세계미역요리축제라든지, 가죽카약의 

원조나라로서 국제카약축제(International Kayak 

Festival)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립중앙박

물관에 단순히 유물로만 전시되어 있는 청자양각연지동자

문완(靑磁陽刻蓮池童子文碗)은 전통 용궁 구조에 일치될 

뿐만이 아니라 고래상어가 중심에 있고 미역이 둘러싸고 

童子가 함께 새겨진 생태적인 우주 이미지를 가진 태평양 

전체를 상징하고 있다는 면에서 국보로 지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6) Chapman. ibid. p.261.
57) Chapman. ibid.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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