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노아방주의 발견1)

  

창세기에 기록된대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해발 5,160m)의 정상부분 어

딘가에 묻혀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많은 탐험가들이 발굴작업에 나섰다. 공식적으

로 확인된 경우만 하여도 1856년이래 23회에 200명이상의 탐험가들이 빙하속에 묻

힌 방주를 발견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1883년에 터키정부도 노아의 방주를 발

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다. 창세기에 기록된 4-5천년전의 노아의 방주가 발

견되었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판명되는 의미외에도 오랜 전설적 사건이 

현실로 우리 눈 앞에 나타나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족한 것이었

다.

  아라랏산의 정상은 두 봉우리(5,160m와 5,126m)로 구성되어 있고 두 봉우

리 사이에는 거대한 빙하가 있으며, 일내내 강풍이 휘몰아치기 때문에 그 속에 묻

힌 방주를 찾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한다. 반면에, 그러한 추위 때문에 지금까지

도 방주가 보존되어 왔을 것으로 추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탐험가들이 집중

적으로 탐색하는 지역이 터키, 러시아, 터키의 국경선이 만나는 아르메니아의 아그

리 다기(Agri Dagi)지역이다. [William H. Stiebing; Ancient Astrounauts, Cosmic 

Collisins and Other Popular Thorie About Man's Past, Prometheus Books, pp 

22-23, Buffalo, NY, 1984], [Lloyd R. Bailey; Noah: The Person and the Story in 

History and Tradition, p 72, University of South Caliornia Press, 1989]

  이러한 방주에 대한 증언은 매우 긴 역사를 가진다. 유대인출신의 로마의 

역사가인 요세푸스(Flavius Josephus)를 비롯하여 살라미스의 주교인 살라미스(4C), 

초대교회의 교부인 크리소스톰, 중세기의 마르코 폴로(15C), 올리어리우스(Adam 

Olearius 1662), 윌리엄 휘스튼(1737), 에스토니아의 도르팟대학교수인 패롯(Friedrich 

Parrot 1829), 터키주재 영국대사인 브라이스(James Bryce 1876)등이 방주의 존재를 

증언했거나 직접 등정하여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터키정부는 지진(1883.5.2)으로 

파괴된 그 지역을 영국대사관원들과 같이 조사하던 중 지상으로 4-50피트가 솟아 

오른 거대한 목재선박의 구조물을 발견하고 노아의 방주라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The British Prophetic Messenger, Summer, 1886], [The Chicago Tribune, August 

10, 1983], [New York Herald, August 10, 1883]

  네스토리아파의 지도자인 죠셒(John Joseph 1887)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방주를 목격했으며(1887.4.25) 그의 이야기는 친구인 코언(1939)에 의해 상세히 기

술되었다. [Frederick B. Coan; Yesterdays in Persia and Kurdistan, pp 163-165, 

Claremont: Saunders Studio Press, 1939]  죠셒은 세계종교회의의장인 배로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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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으로 쉬카고 박람회에서 탐사결과를 보고하였다(1893). 그 때에 그는 말하기를 

방주는 길이가 300야드에 100피트의 높이이며 방주의 한 쪽 끝부분이 파손되어 있

었다고 하였다. [Charles Beritz; The Lost Ship of Noah: In Search of the Ark at 

Ararat, p 26, G.P. Putnam's Son, New York, 1987] 벨지움 금융인들의 지원으로 죠

셒은 방주의 일부를 분해하여 쉬카고박람회장으로 옮기고자 했으나 터키정부의 입

국거부로 실행되지 못 했다고 한다. [Tim La Haye, John C. Morries; The Ark on 

Ararat, Creation Life Publishers, El Cajon, Chicago, p 26, 1976]

 20세기에도 불구하고 탐험활동은 계속되었다. 아르메니아출신의 미국인 하

고피안(George Hagopian 1902-10)은 돌처럼 굳은 방주를 목격했다고 했으며

(William H. Stiebing 1984),  제정러시아의 로스코비츠키(Vladimir Roskovitsky 

1916)는 아라랏산에서 선체의 1/4이 물속에 잠긴 전투함크기의 물체를 발견했다고 

보고하였다. [Vladimir Roskovitsky; Noah's Ark Found, The New Eden, Los 

Angeles, 1940 cited by La Haye & Morries, The Ark on Ararat, pp 76-70, 1976] 

이러한 보고를 받은 러시아황제인 니콜라스 2세는 150명의 군인들을 보내어 방주

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 백러시아군의 19연대 연대장이었던 쿠오대령(Col. 

Alexander Koor 1915-16)은 자볼로츠키소위가 아라랏산의 두 봉우리사이의 등마루

에서 처음으로 방주를 발견했다고 증언했으며 [Kelly L. Segraves; Search for 

Noah's Ark, p 28, Beta Books, San Diego, 1975], 로스코비츠키는 관측한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방주는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고 높은 천장을 가진 

큰 방들도 몇 개가 발견되었다...울타리의 두께는 2피트정도로 코끼리보다 10배나 

큰 동물들을 가두기 위한 것처럼 보였다...사용한 나무의 재질은 서양협죽도

(Oleander)로 겉에는 페인트를 칠하면 전혀 썩지 않는다. 이 방주는 대부분의 시간

을 냉동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으로 보존될 수 있었다." [Vladimir 

Roskovitsky; New Eden Megazine, CA, 1939 cited by La Haye and Morries, The 

Ark on Ararat, p 79, 1979]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보고서는 볼세비키혁명

(1917. 2. 8)으로 황제에게 전달되지 못 했고 그 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자료도 발

견할 수 없어 신빙성에 대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Berlitz; ibid, pp 32-34]

  미국조종사들이 찍어 성조지(The Stars & Strife)에 실렸던 사진들도 1943년

에 모두 분실되었다고 한다. 그 후, 미국 조종사들이 1960년 봄에 배와 같은 구조물

을 발견했으나 소련군의 감시로 사진을 찍지 못 하고 귀향했다고 한다. [Beritz; 

ibid, p 42] 최근에 방주를 가장 많이 목격한 사람은 프랑스의 나바라(1974)이다. 그

는 1952년에 처음으로 방주탐사에 나서 얼음밑의 거대한 배모양의 물체를 발견하

였다. 1955년의 탐사시 그의 아들과 같이 방주를 발견하고 5피트의 나무조각을 잘

라내었다. [Fernand Navarra; J'ai trouve l'ache de Noe, Paris, 1956, Noah's Ark: I 



Touched It, pp 36-69, Logos International, Plainfield, NJ, 1974]

이 나무는 에짚트, 스페인, 프랑스등의 박물관으로 보내어졌고, 분석결과 나무의 종

류는 백참나무(white oak)이며 최소 5,000년이전의 것으로 발표되었다. [Navara; 

ibid, pp 125-132] 그러나, 미국의 분석기관에서는 1,190-1,340년의 젊은 연대치가 

나왔다. 

  미국의 와이어트(R.E. Wyatt)는 11년간(1977-1987) 23회나 현장을 조사하고 수 많

은 증거물을 수집하였으며 "배 모양의 구조속에 대형의 구조물이 있음을 확인“하고 

노아의 방주가 틀림없다고 주장하였다. [Ronald E. Wyatt; 이것이 노아방주다, pp 

20-26, 크리스챤월드, 1991]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 터키정부는 방주가 발견된 지역

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관광목적으로 고속도로를 놓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많은 개인이나 단체들이 방주의 목격담을 증언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창조연구회(ICR)의 현 회장인 죤 모리스가 이끈 세 번의 탐사결과와 인공위성(ERTS, 

SKYLAB)이 찍은 사진들(1972-1974)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John C. Morries; 

The Search for Noah's Ark, Impact, ICR, No. 125, 1983] 

  이상에서 노아의 방주로 보이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을 살펴보았으나 아직은 그러

한 증거들이 노아의 방주라고 단언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

한 증거들이 노아의 방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탐험과 연구가 진행되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