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4. 16세기 류큐와 대만은 반도였고 타이만은 육지였다! 
 

요동반도가 바다로 사라진 후 지구적인 해수면상승이 일어났으며 아시아에서도 엄청난 지각변동들이 일

어났을 것입니다. 말그대로 “상전벽해” 대륙 안에 동해가 생기고 황하하류가 황해가 되고 과거 육지였던 

곳들이 바다에 잠겨 섬들이 됩니다. 이제 조선반도 아래쪽에 육지에서 섬이 된 지역들을 보겠습니다.  
 

1. 류큐제도는 육지였다. 
 

류큐 제도 [Ryukyu Islands, 琉球諸島] 브리태니커 

일본 남부 규슈[九州]에서 남서쪽으로 650km 떨어진 지점부터 타이완 북단까지 펼쳐진 군도. 

 
 

지금은 작은 섬들이 촘촘히 있지만 16세기 고지도들은 이곳이 반도로서 육지였다고 합니다. 
 

 

1531 Orontius Fineus를 보면  http://www.loc.gov/item/2005630228/ 
 

5.6번의 위치는 조금 다르나 나머지는 일관성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1:바이칼호, 2:산시, 3:말라카, 4:수마트라, 5:시마지역으로 현재의 류큐와 대만지역이 육지에 붙어있습니다. 

16세기 고지도들은 공통적으로 아시아 근해의 넓은지역이 육지였음을 증거하며 해수면상승을 감안하고 

해수면이 낮은 지역들을 육지로 그려보면 고지도들과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http://www.loc.gov/item/2005630228/


 

2. 16세기 동남아시아 지형 
 

요동반도가 사라졌던 대지각변동을 알지 않고서는 이러한 모양의 대륙이 현재처럼 변했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시 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거짓이고 진실인지… 

 
  

1: 바이칼호, 2: 산시, 3:말라카, 4:수마트라, 5:류큐지역, 6~7: 서해의 강줄기 
 

 
 

1566 Finaeus, Orontius 를 보면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 ~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sort=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2 
 

1531년 지도와 거의 유사하게 류큐와 대만자리(5)를 육지로 표시했습니다. 6~7번 서해지역을 보면 바다

(海)가 아닌 강(江)이었고 후에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해 발해만

쪽은 평균수심이 25M로 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낮은 것이겠습니다,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sort=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2


3. 16세기 류큐는 반도였다. 
 

아래 류큐지역은 지금도 고지도상의 지명인 SINAR, SIMAER와 비슷한 SHIMA라는 지명들을 쓰고 있습니

다. 현재의 지명들로도 SIMAER 지역임을 알수 있겠습니다. 

 
16세기 고지도상에 (A)지역으로는 강이 흘렀고 (B)지역은 반도였습니다. 

 

확대해 보면 (A)지역은 강이 흘렀던 자리여서 땅이 부드럽게 깍여있고. 

 
 

반면 옆의 (B)지역은 매우 거친모습으로 인접지역인데 이렇게 다른 것은 근세기에 해수면상승으로 바다

에 잠긴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4. 18세기말 오키나와는 세배크기였다. 
 

해수면상승은 육지를 섬으로 섬에서 바다로 많은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원안의 오키나와는 1780년대까

지도 현재의 세배이상의 커다란 섬이었으나 지금은 해수면 상승으로 대부분이 바다에 잠겨 현재의 작은 

오키나와가 되었습니다. 

 
1757 Buache Philippe  http://www.loc.gov/item/2013591465/ 

 
1780 J.A. Dezauche 

 

 
1787 Kitchin, Thomas  http://www.davidrumsey.com/l una/servlet/detail/RUMSEY~8~1~3655~420030:Composite--Asia,-islands-according-?sort=pub_list_no_initialsort%2Cpub_date%2Cpub_li st_no%2Cseries_no&qvq=q:Kitchin%2C%2BThomas;sort:pub_list_no_initialsort%2Cpub_date%2Cpub_list_no%2Cseries_no;l c:RUMSEY~8~1&mi=31&trs=143 

 

 
1787년도에도 오키나와는 지금보다 세배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지금 류큐지역의 해저에는 아름다운 유구

국의 유적들이 잠들어 있을 것입니다. 

http://www.loc.gov/item/2013591465/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3655~420030:Composite--Asia,-islands-according-?sort=pub_list_no_initialsort%2Cpub_date%2Cpub_list_no%2Cseries_no&qvq=q:Kitchin%2C%2BThomas;sort:pub_list_no_initialsort%2Cpub_date%2Cpub_list_no%2Cseries_no;lc:RUMSEY~8~1&mi=31&trs=143


5. 류큐를 다르게 그린 지도들 
 

 
1531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item/2005630228/ 

 
1570 Ortelius  http://www.loc.gov/item/98687183/ 

 
1540 Orontius Fineus  http://www.raremaps.com/gallery/archivedetail/26343/Nova_et_Integra_Universi_Orbis_Descriptio/Fine.htm 

 
1571 Abraham Ortelius  

 
1566 Orontius Fineus 
http://www.davidrumsey.com /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 

 
1572 Ortelius 

http://www.raremaps.com/gall ery/detail/37302/Typus_Orbis_T errarum/Ortelius.htm 

 

이상의 고지도들을 종합해보면 SIMAER이란 지명의 현 류큐지역은 16세기에는 반도로서 육지였고 후에 해

수면 상승으로 섬들이 된것이며 대부분의 조작지도들은 이를 숨기기 위하여 원래부터 섬들이었던 것처럼 

그려진 것을 알수 있습니다.   

 

SIMAER지역은 매우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지명의 표시가 매우 큰것으로 

보아 중요한 지역일 것입니다.  

http://www.loc.gov/item/2005630228/
http://www.loc.gov/item/98687183/
http://www.raremaps.com/gallery/archivedetail/26343/Nova_et_Integra_Universi_Orbis_Descriptio/Fine.htm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7302/Typus_Orbis_Terrarum/Ortelius.htm


6. 유구국은 원래 지대가 낮았다. 
 

고지도들과 현재의 지형을 비교해 보다보면 유구국이 너무나 많이 바다에 잠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수면상승으로 전국토의 대부분이 잠긴 것은 원래 유구국이 지대가 낮은 곳에 위치하여 더 심한 

재앙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땅이 없어진 유구국은 현재 나라 자체가 사라져 열도JAPAN에 강제 병합

된 상태입니다. 유구국에 대한 기사들을 조선왕조실록에서 찾아보면 
 

태조 1권, 1년(1392 임신 / 명 홍무(洪武) 25년) 8월 18일(정묘) 1번째기사 

유구국의 중산왕이 사신을 보내 조회하다 

유구국(琉球國)의 중산왕(中山王)이 사신을 보내어 조회하였다. 
 

유구국은 동국조선의 전라도 제주에 가까운나라로 계속해서 사신을 보내어 조회했던 것으로 실록에는 많

은 기사들이 검색되며 그중 유구국에 표류되었던 제주도 사람의 탐방기에서 유구국 섬들의 지형을 보면 
 

성종 105권, 10년(1479 기해 / 명 성화(成化) 15년) 6월 10일(을미) 1번째기사 

제주도 표류인 김비의 등으로부터 유구국 풍속과 일본국 사정을 듣다  
 

섬의 이름은 포월로마이시마(捕月老麻伊是麿)라고 하였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었는데 

모두 다 모래와 돌로 된 땅이었고, 둘레는 소내도(所乃島)에 비교하여 조금 작았습니다.  
 

섬의 이름은 포라이시마(捕剌伊是麿)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

은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2일정이 될 만 하였습니다.  
 

섬의 이름은 훌윤시마(欻尹是麿)라고 하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땅은 평평

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1일정이 될 만하였으며… 
 

섬의 이름은 타라마시마(他羅馬是麿)라고 하였습니다. 평평하고 넓어 산이 없고, 둘레는 1일정이 될 만하

며, 사람은 50여 호가 살고 있었고… 
 

섬의 이름은 멱고시마(覓高是麿)였습니다. 호송인은 다음날에 본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땅은 평평하고 

넓어서 산이 없고, 둘레는 5, 6일정이었으며… 

 

실록에서 보듯 유구국의 지형은 대체로 섬들이 많았으며 섬들은 대체로 낮고 평평한 땅이 많아 해수면상

승에 매우 취양헸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의 문명은 물속에서 간혹 발견되는 웅장한 석조건물들이 증거가 될수 있겠습니다. 
 

[시사중국2011.12.27] 최근 50년 간, 일본의 해저 각지

에서 대량의 피라미드 유적과 거석으로 만들어진 건축

물들이 발견됐다. 상당히 오랜 세월 바다 밑에 잠겨 있

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 건축물 중 일부는 표면에 먼지

와 흙이 뒤덮여 있었고 각종 식물이 무성하게 자라 마

치 하나의 언덕 같았다. 

  

이들 해저 건축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요나구니

(Yonaguni) 해저 피라미드다. 

  

1996년 3월, 한 잠수부가 오키나와 요나구니섬 사이 해

역에서 8곳의 해저 유적을 발견했다. 그 해 여름에는 

오키나와 남부 해저 13m에서 거대한 모서리가 있는 계

단이 발견됐다. 

  

이후 이 일대를 더 정밀히 조사한 결과 기념비 등 더욱 많은 건축물들을 발견했다. 건축물들은 조화롭게 

배치돼 있었으며 넓은 거리, 높고 웅장한 계단과 아치형 문, 반듯하게 잘린 거석들이 전체적으로 통일을 

이뤘다. 
 

그 후 일본 고고학계에선 발굴에 적극 참여했고  얼마 되지 않아 요나구니섬에서 멀지 않은 오키나와 남

쪽 483km 지점 바다 밑 30m 되는 곳에서 방대한 피라미드 건축물을 발견했다. 

 
 일본에서 발견된 해저 유적 



7. 16세기 타이만은 육지였다. 
 

이번엔 류큐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태국아래 타이만지역을 보겠습니다 

 
 

 

타이만 [Gulf of Thailand] 옛 이름은 Gulf of Siam. 남중국해의 만.   |브리태니커 
 

고지도들에 타이만을 찾아보면 태국SIAM지역 남쪽과 말라카 사이에 있으며 대다수의 고지도들에 태국의 

옛지명은 Siam으로 표시되며 타이만은 Gulf of Siam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757 Buache Philippe   http://www.loc.gov/item/2013591465/ 

 
1765 PARIS, BELLIN, JACQUES NICOLAS 

 

위의 두지도들 보면 타이만의 크기와 형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8년 후라는데 타이

만의 라인이 현재의 지형과 거의 비슷하게 변했습니다. BELLIN은 동시기의 Buache 처럼 매우 정확하게 

지도를 그렸는데 차이라면 Buache는 현재와 다르게 세밀하게 지도를 그렸다면 BELLIN은 현재와 비

슷하게 그렸다는 것이겠습니다. 18세기에… 

http://www.loc.gov/item/2013591465/


8. SIAM은 Siamba였다. 
 

 
1566 Orontius Fineus  http://www.davidrumsey.com /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 
 

말라카(Malacha)옆에 Siamba라는 지명이 크게 보미여 타이만은 바다가 아닌 육지이며 강이 흐르는 것으

로 그려져 있습니다. Siam이란 지명은 원래 Siamba였던 것으로 보이며 16세기 다수의 지도들이 Siamba

지역은 육지였다고 일관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말부터 대부분의 지도들에 Siamba는 이동

되어 Siam으로 표시되며 해당지역에는 타이만이 그려지게 됩니다. 

 

16세기 고지도의 기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오르텔리우스의 1570년 아시아지도의 해안선을 보면 

1566년 오론티우스의 Siamba를 지우고 현재의 Siam을 만들고 Siamba지역을 바다로 그린 것을 알수 있

습니다 4년 차이의 두지도는 Siamba주위의 지형과 Siamba의 위치가 전혀 다릅니다. 
 

두지도만을 본다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수 없을 것이며 오론티우스의 지도가 진실하다면 오르텔리우스의 

지도들은 조작일 것입니다. 둘중 하나는 가짜!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수면 상승으로 Siamba가 바다에 잠긴 것을 지구인들이 모르도록 하기 위

하여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는 오르텔리우스의 이름으로 조작한 지도들을 대량으로 유포시킨것으로 보입니

다. 그래서 1570년 Ortelius가 제작했다는 Theatrum orbis terrarum를 보면 해당지역을 그린 지도들이 모

두 다르게 그려진것도 Ortelius의 지도들이 조작지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566 Orontius Fineus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 ~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

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 
 

1570 Ortelius  http://www.loc.gov/item/98687183/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
http://www.davidrumsey.com/luna/servlet/detail/RUMSEY~8~1~203943~3001736:Facsimile--World-by-Finaeus-Pub_List_No_InitialSort&qvq=q:1566;sort:Pub_List_No_InitialSort;lc:RUMSEY~8~1&mi=0&trs=
http://www.loc.gov/item/98687183/


12. 타이만의 수심은 대부분 50m미만 
 

16세기 이후에 해수면 상승이 있었슴을 감안하고 수심이 낮은 지역을 육지로 칠하고 고지도들을 참고하

여 지형을 그려보면 아래와 비슷한 지형이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넓은 지역이 바다에 잠겼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며 17세기 이후에 

해당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수해를 피해 북상했을 것이고 동남아 사람들의 북상으로 인해 현 중국남부는 

매우 혼란하였을 것입니다.  
 

현재 타이만의 수심을 보면 중심부는 75m 대부분지역은 50m도 되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심이 

이리 낮은 것은 17세기까지도 육지였다가 근대에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긴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13. 타이만을 다르게 그린 지도들 
 

16세기 고지도들의 대다수는 일관되게 타이만이 육지였슴을 증거 하며 이와 다르게 1570년 후의 지도들

은 정밀하게 그려오던 지도들을 엉터리로 그리면서 타이만을 바다로 그립니다, 

 

 
1531 Orontius Fineus    http://www.loc.gov/item/2005630228/ 

 
1570 Ortelius  http://www.loc.gov/item/98687183/ 

지형이 전혀 다르며 Malaca와 Sumatra외에는 동일한 지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1534 Orontius Fineus http://mappingworld .files.wordpress.com/2011/09/1534.jpg 

 
1588 Sebastian Munster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8578/Die_erst_General_Tafel_Die_Beschreibung_und_den_Circkel_des_gantzen/Munster.html 

이러한 지형의 변화가 몇년만에 있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1540 Orontius Fineus  http://www.raremaps.com/gallery/archivedetail/26343/Nova_et_Integra_Universi_Orbis_Descriptio/Fine.htm 

 

1587 Rumold Mercator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7184mp2/Orbis_Terrae_Compendiosa_Descriptio_Quam_ex_Magna_Universali_Mercatoris/Mercator.ht 

 

 

우측의 지도들을 보면 마치 한폭의 개성있는 멋있는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이것들이 진짜지도냐고 묻는

다면 아닐것이다고 답하겠습니다. 이것들은 지구인들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지도들일 것입니다. 

http://www.loc.gov/item/2005630228/
http://www.loc.gov/item/98687183/
http://mappingworld.files.wordpress.com/2011/09/1534.jpg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8578/Die_erst_General_Tafel_Die_Beschreibung_und_den_Circkel_des_gantzen/Munster.html
http://www.raremaps.com/gallery/archivedetail/26343/Nova_et_Integra_Universi_Orbis_Descriptio/Fine.htm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7184mp2/Orbis_Terrae_Compendiosa_Descriptio_Quam_ex_Magna_Universali_Mercatoris/Mercator.ht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6세기에 류큐와 대만은 반도였으며 17세기중반 이후 요동반도의 침식으로 인한 해수면상승으로 류큐와 

대만은 섬이 된 것이다. 

 18세기 말까지도 오키나와는 현재의 세배의 크기였다. 
 

16세기 영문지도들은 유구국이 있었던 SIMAER지역을 커다란 반도로 표시한 지도들과 작은 섬들로 표시

한 지도로 나눠지며 작은 섬들로 표시한지도들은 현재의 지형에 맞게 조작한 지도들일 것이다. 
 

유구국이 있었던 SIMAER지역은 지대가 낮고 산이 없고 평평한 섬들이 많아 해수면 상승으로 대부분의 

국토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것이다. 
 

타이만은 16세기에 육지로 섬라(Siamba)가 있었으며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가 되면서 섬라인들이 서쪽으

로 이동하며 현재의 태국(SIAM)이 만들어 졌다. 
. 

16세기 후반이후의 대부분의 고지도들은 Siamba를 지우고 현재의 위치에 현재의 태국을 의미하는  

SIAM을 표시하며 이는 현재의 지리를 반영하여 과거의 Siamba의 지명을 지운 조작들인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지리정보들을 기반한 역사는 전부 조작을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글을 보신 학자분들은 더 광범위하게 자료를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전 고지도 몇장 펼쳐 비교해보니 이렇구나 이렇게 달라졌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진실된 고지도는 당시의 제작자분들이 정확한 지리정보를 담기 위하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신

뢰할 만한 정보들을 담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 수많은 조작들은 서로 다른 예기들을 합니다. 조작들

은 진실를 담기보다 혼란을 주기위해 만들었기에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 요수가 베링해가 되는 과정과 요동반도의 변화와 그로인한 전지구적인 해수면상승을 짚어 봤습니다. 

 

요수와 베링해의 진실을 모른다면 조작된 세계사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고 세계사를 조작한 자들의 의

도대로 지구인들은 서로를 원수인줄 알고 사악한 자들의 이익을 위한 끊임없는 전쟁으로 빠져들게 될 것

입니다. 

지구인들이 조작된 세계사의 세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진실된 자극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한 진실을 전세계인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