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 한반도(韓半島)는 미대륙이다. 
 

우리 대한민국KOREA의 국민들의 다수는 배달겨레로 근세기 동국조선COREA라는 나라의 후손들이며 동

국조선 COREA는 나라가 너무나 커서 서쪽은 총령과 사막에 닿았고 북으로 사막이 끝이 없었다고 합니

다. 동국조선 COREA가 있었던 땅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땅으로 기마민족들이 말달리던 광활한 

한반도로 조선왕조실록에 한반도는 주위로 거대한 사막들이 있었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실록의 기사들

을 보고 한반도가 어디인지 찾아보겠습니다. 

 

1. 동국조선은 서쪽과 북쪽이 사막(沙漠)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 동국조선의 강역과 역사를 알수 있는 남원군 양성지의 상언을 보면 

성종 134권, 12년(1481 신축 / 명 성화(成化) 17년) 10월 17일(무오) 1번째   http://sillok.hi 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 ate=2& mTree=0&cl sName=&searchType=a&keyword=%EB%88%84%EB%A5%B4%ED%95%98%EC%B9%98 

… 신이 고금(古今) 천하의 형세(形勢)로 말씀드리면, 구주(九州) 안은 오직 중국 황제가 다스리는 바이며, 

사해(四海)의 밖으로 서역(西域)은 총령(葱嶺)과 사막(沙漠)이 약 3만 리나 되며, 북쪽은 사막(沙漠) 불모

(不毛)의 땅이어서 황막(荒漠)하기 끝이 없고, 동이(東夷)는 일본으로써 바다로 둘러쌓인 나라이며, 남만

(南蠻)은 점성(占城)과 진랍(眞臘) 땅으로서 계동(溪洞)과 열병(熱病)이 심하여 중국과는 옛부터 통교가 

없는 곳이며, 서쪽은 파촉(巴蜀)·검각(劍閣)으로의 길로서 진(秦)나라 때에 처음으로 개척하였고, 남쪽은 

담이(儋耳)·경애(瓊崖)의 땅으로 한(漢)나라가 비로소 군(郡)을 두었습니다 
 

원문: 九州之內, 固中國帝王之所理也, 四海之外, 西域則葱嶺流沙幾三萬里, 北方則沙漠不毛, 窮荒無際, 東夷

則扶桑日本, 環海爲國, 南蠻則占城眞臘, 溪洞瘴厲, 此自古不通乎中國者也, 西曰巴蜀、劒閣之路, 秦始開之, 

南曰儋耳瓊崖之地, 漢始郡之。 
 

동국조선은 서쪽으로 총령과 사막이 3만리나 되며 북으로도 사막과 얼어붙은 불모의 땅이 끝이 없다. 

이러한 지리를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땅과 맞추어 보면 현재의 한반도는 서쪽으로 현재의 총령과 만리

나 떨어져 있으며 북으로는 사막이 아니라 푸르른 산림이 펼쳐져 있으므로 조선왕조실록의 동국조선이 

있는 땅인 한반도와는 전혀 맞지 않으며 현재의 한반도는 원래의 한반도가 아닌 가짜인 것입니다.  
 

 
 

중종 59권, 22년(1527 정해 / 명 가정(嘉靖) 6년) 6월 3일(무신) 3번째기사 
 

… 신이 또 보면 평안도(平安道)와 영안도(永安道) 지방은 사막(沙漠 ) 지대와 접하였기 때문에 인물(人物)

이 쇠잔한데도 오히려 이엄(耳掩)을 만든 털과 몸을 따스하게 하는 모물(毛物)을 수없이 구색하여 끝없이 

징렴(徵斂)하고 있습니다. … 
원문: 臣又觀, 平安、永安, 地濱沙漠, 人物凋殘, 猶以掩耳之毛; 溫身之物, 求索如林; 徵斂無極。  
 

평안도와 영안도는 사막과 인접했으며 그래서 사막의 민족들의 침략을 받기도 하고 때론 정벌을 하여 소

탕하기도 하였던 것이며 동국조선이 있었던 한반도는 서쪽과 북쪽에 거대한 사막이 있는 곳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ection.jsp?mState=2&mTree=0&clsName=&searchType=a&keyword=%EB%88%84%EB%A5%B4%ED%95%98%EC%B9%98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orchn_sub.jsp?id=wia_11210017_001&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A%B8%B0%EC%96%B4%EB%A7%8C%EB%A6%AC+%E6%B2%99%E6%BC%A0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k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6%B2%99%E6%BC%A0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orchn_sub.jsp?id=wka_12206003_003&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6%B2%99%E6%BC%A0


2. 揆園史話(규원사화)로 보는 한반도 
 

한반도의 위치를 알수 있는 사료들 중에 주목해볼 것이 규원사화입니다.  

揆園史話(규원사화)는 숙종 2년(1675년)에 북애(北崖)노인이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며 고려 말의 이명(李

茗)이 지은 ≪진역유기 震域遺記≫를 중심으로 저술한 역사책으로 규원사화의 만설을 보면 동국조선의 

강역에 대한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규원사화 만설(漫說)편  

" 무릇 조선의 땅은 북으로는 대황(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니 곧 얼어붙은 하늘과 빙판 같은 땅이 우리의 

퇴로를 끊고 있고, 서쪽으로는 몽고와 접하니 만리에 뻗친 사막이 우리의 왼쪽으로 뻗은 팔뚝을 끊고 있

으며, 서남으로는 한나라 땅과 인접하여 있으나 태산의 험준함이나 장강의 큰 물줄기 같은 경계가 없기에  

곧 그형세가 나아가 공격하기는 쉬우나 지켜 방어하기는 어려우며, 

동남으로는 큰 바다에 가로막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땅이다. " 

余嘗論之, 强國之要, 有三 중에서  
 

夫, 朝鮮(之)地, 北連大荒, 則凍天氷地, 斷我後退之路; 西接蒙古, 而萬里流沙, 斷我左展之臂; 西南隣漢土, 

而無泰岳峻峙.長江大河之限, 則其勢易於進攻, 難於防守; 東南阻大海, 而無前進一步之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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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글 “몽골은 어디인가”에서 보았듯이 1700년 이전의 영문세계지도들에 몽골의 위치는 사하공화국 주

위로 넓은 지역이었으며 몽골의 동남쪽에 위치한 동국조선의 본국이 위치한 한반도는 미대륙인 것입니다.  
 

16세기 초중기 지도들을 보면 미대륙의 북쪽지역은 사막지역이었으며 더 북쪽은 대황(大荒)으로 북극권

역이어서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얼어붙은 지역이며 미대륙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반도의 형상을 하

고 있으며 요동반도의 침식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17세기 초부터 아시아와 분리되기 시작하여 1780

년경 요동반도가 북극해에 의해 완전히 침식되면서 현 아시아와 완전히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지형만으로는 미대륙이 한반도인 것을 알기 어려우며 규원사화의 강역설명을 과거의 지리

정보가 담긴 16세기 초중기의 영문세계지도들로 풀어보면 정확하게 들어 맞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국조선COREA인들이 온만년 유구한 세월 동안 살아 왔던 한반도는 미대륙이며 이것을 감추어 지구인

들이 모르도록 만드는 것이 세계사조작과 고지도조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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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반도(미대륙)의 사막들 

 

16세기 지도에서 사막(DESERT)을 현지형에 표시하고 실지형에서 사막의 흔적을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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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기 지도를 참고해서 현지형에서 수심이 낮은 지역들을 육지로 그린지도에 사막을 표시해 보면  
 

 
 

북미의 캐나다 애서베스카호수 근처의 지역과 알래스카 서쪽 베링해협지역이 사막지역이었던 지역이며 

현재 해당지역들은 추운 지역이지만 16세기 지도들은 일관되게 사막지역으로 표시했었습니다. 그럼 해당 

지역을 위성지도로 보면서 사막의 흔적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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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북미 애서베스카호수근처는 사막지역이다. 
 

 

에서베스카호수 근처는 지금도 총 94km에 달하는 커다란 사막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에는 사막을 가지고 관광상품을 해도 될 정도로 커다란 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성지도로 보

면 온통 자세히 볼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1번 지역에는 폭이 15km가 넘는 커다란 사막이 있으며  
 

 
 

커다란 모래 언덕에 모래가 날리고 있습니다. 이런 산들이 십수키로에 걸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히 볼수 없지만 그래도 다행이 사진들이 올려져 있어서 사막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사막이 있던 지역이 기후변화로 사막이 녹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상태로 사막이 점점 줄어

들어 백수십년 후에는 사막의 흔적만이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옛 영안도지역의 사막이겠습니다. 



 
온통 사막을 볼수 없게 처리했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놀러 다니는 관광지 

 
황량한 사막이 점점 줄어들고  

 
여기 저기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100년 전만해도 주변지역이 모두 사막이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의 북쪽에 있다던 COREA의 사막 
 

 
 

이대로 몇 세대만 지나면 “북쪽에 사막이 있었다는 한반도”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도 없게 될 듯합니다. 



5. 알래스카에는 사막이 있다. 
 

지금도 구글어스로 알래스카를 보면 여러 곳에서 사막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원안에 지역에는 너비5KM 길이14KM나 되는 커다란 사막이 남아있습니다. 

  
Taklamakan사막(좌)의 지형과 비교해 보면 사진만으로는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주위에 다른 사막을 위성지도로 가까이 보려고 하면 작고 밝은 사막과 대조적으로 자세히 볼 수 없게 

검게 블라인드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검게 색을 칠해 눈인 듯이 보이지만 이

것은 모래사막일 것입니다. 의문이 드시는 분은 알래스카의 해당지역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에 사막이 있는 것이 무슨 국가기밀이거나 군사기지여서 색을 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재도 

16세기 지도들에 표시된 북미북부의 여러 사막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곳들도 비슷하게 볼

수 없도록 처리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한 것은 세계사를 조작하여 동국조선의 역사를 없

애고 동국조선인들을 조선반도에 수용시키신 분들의 섬세한 뜻일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북미 알래스카지역의 사막을 보면서 어? 여기에 사막이 있네 신기하네!!! 

이렇게 추운 곳에도 사막이 있을 수 있구나… 여기가 많이 건조해서 사막이 있는 건가 할 것입니다. 



6. 동국조선은 수천리 변방을 40만의 군사가 지켰다. 
  

 

평안도의 사막은 대조선COREA의 골칫거리였던 몽골(蒙古)사막의 유목민들이 있었던 지역으로 특히 알래

스카 북쪽지역은 여진족들이 살던 만주(滿洲)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청나라의 고향입니다.  
 

 
 

 

실록을 보면 동국조선의 북쪽이 사막과 닿아서 오랑캐를 방어하는 것이 힘들다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중종 97권, 37년(1542 임인 / 명 가정(嘉靖) 21년) 1월 15일(병신) 2번째기사 

승문원 제조 윤은보 등이 문견 사건에 부표하여 입계하다  

앞에 생략… 우리 태조(太祖)께서 강상(江上)의 군사를 가지고 신속하게 남김없이 소탕하셨고, 성조(成祖)

께서는 토병(土兵)을 가지고 사막(沙漠 )을 숙청(肅淸)하신 지 겨우 이제 1백 70년인데 어찌 오랑캐들이 

뜻을 얻을 때이겠습니까. 우리 황상(皇上)께서 두 선조의 뜻을 이어받아 문무(文武)를 겸비하시고 신성(神

聖)하시니 마땅히 사방 오랑캐들이 헌신(獻身)하고 순종해야 할 것인데, 어리석은 추로(醜虜)들이 감히 이

처럼 함부로 날뛰니 충성스럽고 지혜있는 사람들이 팔을 걷어붙여야 할 판입니다. …중간생략… 

우리 국가의 구주(九州)의 변방을 방수(防戍)하는 군사가 무려 40 여만이나 됩니다. 그러나 수천 리에 뻗

질러 있기에 기세가 막히고 힘이 분산되어 머리와 끝 호응하지 못합니다. … 
 

우리 태조(太祖) 는 이성계를 말하며 성조(成祖)는 북쪽사막을 소탕한 태종(太宗) 이방원을 말하며 구주의 

변방을 방수하는 군사가 40여만이면 총 군사는 100만이 넘는다는 말씀이며 국경선이 수천리에 뻗어 있다

면 7,8천리가 넘을 수 있다는 말씀이며 우리 황상…우리 동국조선의 황상…동국조선은 황제가 있는 중국

이었으며 북으로 수천리에 사막이 있는 한반도는 미대륙인 것입니다. 
 

 

  

  
 

사막의 모래언덕의 옆으로 모래가 쓸려 사라지고 있으며 녹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ka&pos=1&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6%B2%99%E6%BC%A0


7. 알래스카 북부는 지금도 사막지대다. 
 

 
 

알래스카의 사막들은 온통 손을 대서 형태는 보이지만 이곳이 정확이 어떤 곳인지 지리를 가늠하기 어렵

습니다. 곳곳에 사막의 바깥 지역을 찍은 사진들만 몇장 볼 수 있었지만 그 사진들만으로 이곳이 사막지

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위도 푸르러서 녹지로 보이지만 1번 사진을 보면 온통 모래지역입니다. 
 

 
 

만약 위성지도에 손길이 닿지 않은 원판을 본다면 곳곳에서 모래사막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알래스카는 지금도 사막지역입니다. 이러한 사진들이 보고도 이곳에 사막들이 있는 것에 의문이 드시는

분들은 구글어스로 해당지역을 보시고 사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알래스카가 사막지역인 것은 이곳이 원래 동국조선의 북쪽지역인 요동이며 몽골사막의 동쪽지역이기 때

문입니다. 동국조선의 북쪽지역인 평안도와 영안도는 사막지역과 닿아 있으며 이곳은 평안도와 인접한 

사막지역인 것입니다.    



8. 한반도(韓半島)는 미대륙이다. 
 

우리 대한민국인들은 한반도가 우리땅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의 한반도는 현재의 조선반도와는 

지리가 일치 하지 않으며 실록의 한반도의 지리를 충족하는 것은 미대륙 뿐입니다. 16세기에 제작된 수

많은 고지도들은 미대륙이 한반도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배달겨레의 한반도는 미대륙입니다. 
 

 
16세기 영문세계지도들을 참고하여 수심이 낮을 지역들을 육지로 그린 16세기 지형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조선왕조실록 성종 12년(1481)10월 17일(무오) 1번째 기사를 보면 동국조선의 서역(西域)은 총령(葱嶺)

과 사막(沙漠)이 약 3만 리나 되며, 북쪽은 사막(沙漠) 불모(不毛)의 땅이어서 황막(荒漠)하기 끝이 없다

고 하였으며 중종 22년(1527) 6월 3일(무신) 3번째 기사를 보면 평안도(平安道)와 영안도(永安道) 지방은 

사막(沙漠)지대와 접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동국조선의 평안도와 영안도는 사막과 인접해 있으며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는 주위에 사막이 없으므로 조선왕조실록의 한반도가 아니다. 

숙종 2년(1675년)에 북애(北崖)노인이 저술한 揆園史話(규원사화) 만설(漫說)편을 보면 동국조선의 땅은 

북으로는 대황(大荒)과 연결되어 있으며 서쪽으로는 몽고사막과 접하였다고 하였으며 1700년 이전의 영

문세계지도들에 몽골의 위치는 사하공화국에 있었으므로 몽골의 동남쪽에 위치한 동국조선의 한반도는 

미대륙이다.  

16세기 고지도들에 북미에 사막으로 표시된 지역은 북미의 캐나다 애서베스카호수 근처의 지역과 알래스

카 서쪽 베링해협주위의 넓은지역이다. 

캐나다 에서베스카호수 근처는 지금도 94km에 달하는 커다란 사막들이 남아 있으며 주위로 곳곳에 거대

한 사막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 사막지역들이 존재한다. 

베링해협 동쪽 알래스카지역에는 현재도 너비5km 길이14km나 되는 커다란 사막이 남아있으며 알래스카

북서부지역은 온통 모래로 되어 있으며 곳곳에 사막들이 남아 있다. 

북미의 사막지역들은 위성지도로 자세히 볼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을 통해 사

막의 존재를 알 수 있으며 북미의 사막들은 방치되어 녹지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배달겨레가 온만년 살아왔던 땅,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던 땅, 500년간 지구를 다스렸던 대조선 

COREA의 한반도는 미대륙이다.  
 

말 타고 다닐 곳도 없는 조선반도 이곳이 한반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