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2. JAPON 은 청나라다. 

COREA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국명인 JAPON은 어디에 있었으며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JAPON은 알래스카에 있었다! 
 

기존의 세계사에서 알래스카는 베링탐사가 있기 전인 1840년대 이전에는 탐사조차 되지 않은 미지의 땅

인데 18세기 지도들 중 알래스카 북부에 JAPON이라는 지명을 커다랗게 표시한 지도들이 다수가 존재하

고 있습니다. 지도들 대로라면 현 세계사는 북미 JAPON의 역사를 지운 것입니다. 
 

 
1772년 Denis Diderot   http://www.raremaps .com/gallery /detail/34994 /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 iderot-De%20Vaugondy .html 
 

  

 

북미의 있었던 JAPON은 세계사조작으로 인해 지워져 잊혀지고 지금은 현재의 열도를 JAPON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대체 북미 알래스카 북동부의 JAPON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4994/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iderot-De%20Vaugondy.html


2. JAPON이 알래스카에 있었음을 모르게 하라. 
 

1772년 Paris, Denis Diderot지도들을 보면 동일년도에 동일지역을 8종류이상을 다 다르게 그렸습니다. 

 
http://www.raremaps .com/gallery /detail/35220 /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 iderot-De%20Vaugondy .html 

 
http://www.raremaps .com/gallery /detail/35836 /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 iderot-De%20Vaugondy .html 

 
동일년도 동일제작자의 지도들이 이렇게 다르게 그려진 것은 세계사조작을 위해서 무엇이 진실인이 모르

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작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JAPON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것은 숨겨

진 대조선의 역사를 찾는데 매우 중요하기에 8종류 이상으로 고지도들을 조작한 것이겠습니다.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5220/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iderot-De%20Vaugondy.html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5836/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iderot-De%20Vaugondy.html


3. JAPON은 청나라다. 
 

JAPON이 있었던 지역은 몽고(蒙古)의 동쪽 백두산(白頭山)의 북쪽인 만주(滿洲)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JAPON이란 대청제국(大靑帝國)의 근본 땅이라는 제본(帝本) 이었을 것이며 이는 수많은 16세기 지도들

로 자연스럽게 추정이 되는 것이겠습니다.(앞의 글들에서 밝혀진 지명들을 그대로 표시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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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기말에도 베링해지역은 여전히 육지였으며 JAPON은 알래스카 북쪽에 넓은 지역(만주)에 있었던 나

라로 JAPON은 현 열도에 JAPAN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원조 JAPAN인 것입니다. 

 
1772년 Denis Diderot   http://www.raremaps.com/gallery /detail/34994 /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 iderot-De%20Vaugondy .html 

 

지명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몽고의 위치를 바르게 알게 됨으로 청나라가 

있었던 만주의 위치를 알수 있고 만주에 대청제국의 JAPON이 있었음을 아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http://www.loc.gov/item/2005630228/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4994/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iderot-De%20Vaugondy.html


4. JAPON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JAPON인들에 대해 알수 있는 지도와 그림을 몇장 보겠습니다.   

 

1643 Rosaccio, Giuseppe  http://norman.hrc .utexas.edu/krausmaps/details.cfm?mapId=55 
 

지도의 지형와 지명은 조작으로 보이나 그 안에 원주민그림들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리에 상투를 

틀고 훈도시를 하고 있는 이들은 북미의 북쪽사막에 있었던 원주민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훈도시(褌)는 일본의 성인 남성이 입는 전통 속옷으로, 면 재질로 되어 있다. <위키백과> 
 

 
 

JAPON인들은 사람들을 살해해서 다리와 머리를 불에 굽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식인의 문화를 가진 것으

로 보이며 환경은 사막기후로 해당지역은 동국조선의 북쪽국경 너머의 여진족지역입니다. 

http://norman.hrc.utexas.edu/krausmaps/details.cfm?mapId=55


 
이것은 동국조선에서 오랑캐라 부르던 영안도의 북쪽 사막에 있던 야인들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끔찍하지만 이들은 산해경(山海經)에서도 식인국(食人國)으로 언급되었던 유서깊은 식인종들로 보입니다. 



5. JAPAN의 훈도시 
 

러일전쟁시기 영국왕 에드워드7세의 생일을 축하하는 JAPAN인들의 축제를 보면 훈도시를 하고 자신들의 

민속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JAPAN인들이 북미의 백인들 이어서인지 키작은 동남아 사람들

은 하나도 안보이고 대부분 백인들로 보입니다. (초기 JAPAN관련 기사들엔 많은 수의 백인들이 JAPAN

인으로 등장함)    http://www.prints-4-all.com/cgi-bin/item/E1701905116/12/12-Antique-Print-of-Russo-japanese-War-Japanese-Soldiers-Shi-lo-ho-Dance# 

 
 

이들은 (좌)북미북부의 원주민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훈도시를 착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민속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JAPON인들은 북미북부에 살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훈도시를 하는 풍속이 

있었고 JAPAN은 북미 북부의 JAPON과 밀접하며 그것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전통으로 만든 것이겠습니

다. 보면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훈도시가 있는 것을 알수 있으며 이것은 동일한 훈도시로 보입니다. 

http://www.prints-4-all.com/cgi-bin/item/E1701905116/12/12-Antique-Print-of-Russo-japanese-War-Japanese-Soldiers-Shi-lo-ho-Dance


6. 북미 사막의 야인들은 트리를 세우고 태양신께 제사했다. 
 

 
태양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트리에 걸어서 세우고 기도하는 훈도시맨들의 자세는 두팔을 벌려 태양신을 

영접하는 듯 보이며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현대에도 특정 종교에서 친숙하게 볼수 있는 모습이며 이들이 

벌거벗고 천떼기 한장 걸치고 있을 수 있는 것은 과거 북미의 북쪽지역이 지금과 다르게 사막이 있을 정

도로 온난했기 때문이며 이들은 유럽에서 온 해양세력들과 교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슴을 죽여서 이쁘게 장식하여 태양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무릎을 꿇고 두팔을 들어 벌리고 태양신을 영

접하고자 간절하게 기도하는 훈도시맨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신앙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온 것을 알수 

있습니다. 미대륙의 조선인들은 광명족이며 태양의 자녀들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 JAPON과 왜인들의 차이 
 

 

JAPON과 JAPAN인들을 묘사한 그림들을 보다 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현재

의 지리인식으로는 절대 해석 할 수 없는 그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JAPAN은 섬나라이고 

키작은 사람들인데 원래의 JAPON, JAPAN은 사막에 사는 키큰사람들로 백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출처: Histoire generale des Voyages (Paris, 1746-1759) 

 
 

JAPON인들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우리가 일본으로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닌 청나라

의 모습입니다. 아래 에도시대중기의 조선통신사 행렬도를 보면 키작은 민대머리의 왜인들이 도를 쓰는 

반면 위의 키큰 JAPON인들은 창을 주로 쓰며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무라이들은 일본인도 JAPON인도 아닌 동남아 왜인들로 키가 145cm미만이 대다수로 보입니다.  
 

 



 
JAPON지역은 병자호란 이후 동국조선과 대청의 경계였던 압록강 너머 이므로 청나라의 지역이며 그래

서 우리가 청나라의상으로 알고 있는 고깔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들이 사는곳은 사막기후로 선인장과 열대식물들이 도처에 보입니다. 과거 16세기지도들에 북미북서부

는 도처에 사막이 있었던 것으로 그려져 있으며 18세기 후반에 베링해가 생기면서 북태평양에 한류가 강

하게 흐르기 전에는 지금과 다르게 온난하고 살기에 좋은 지역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JAPON은 선인장들이 자라는 사막에 있었으며 그들은 우리가 여진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로 몽고족이나 

여진족들은 대조선의 북쪽 경계넘어에 살았으며 사는 곳이 척박한 지역이기에 풍요로은 대조선으로 자주 

조공하러 오기를 원하였으며 틈만나면 약탈을 일삼고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조선에서는 만리장

성을 쌓아서 북방지역을 관리했으며 몇차례의 정벌을 단행하기도 하였습니다. 
 

17세기중반 여진족들이 대청제국을 만들게 되기까지 오랜세월 그들은 동국조선의 오랑캐였습니다. 



8. JAPON인들에게는 식인의 문화가 있었다. 
 

 
 

그림을 확대해보면 상투를 틀은 백인들로 보이며 건물들은 복층이고 그들의 옷은 기존의 JAPAN인들과는 

전혀 다르며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지만 들고 있는 무기들로 보아 전시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도라고 불리는 사무라이들의 칼이나 복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도끼 

 
낫 

 
창 

 
검 

 

그런데 편안한 그림속에는 눈을 크게 뜨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토막내고 있는 것입니다. 

 
1번은 도로 베고 2번은 창으로 찌르고 3번은 베어진 머리들이 굴러다니는데 죽은 사람은 젖가슴이 있는 

여자이고 4번은 토막난 팔다리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후에 포로들을 잡아와서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으로 보이며 JAPON인들은 식인의 풍습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곳에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문화…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무림과 고통을 편안

하게 지켜보며 그들에게 그러한 살육은 아무런 죄도 아닌듯이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모여서 지켜봅니다.  

이 모든 것은 신의 뜻인 듯이… 



9. JAPON인들의 신은 GOD이다. 
 

그들의 사제는 상투를 틀고 유럽풍의 신전에서 신에게 경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JAPON인들의 신의 이름은 GOD입니다. GOD??? G O D의 거짓말이 생각납니다. 모든게 거짓말~~~ 

JAPON인들은 백인이며 상투를 틀고 유럽풍의 신전에서 기도하였으며 JAPON의 신의 이름은 GOD이며 

GOD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구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 중 하나입니다. 



10. JAPAN의 종교는 청교(淸敎)다. 
 

JAPAN인들이 종교를 보면 신은 GOD인데 불교의 절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정체가 뭔지… 

 
 

1507년 지도의 해당지역을 보면 현재의 교회상징인 십자가를 세운 교회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북미에 청교도(淸敎徒)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1620년보다 백수십년 전에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현재의 청

교도사는 거짓으로 청교는 북미의 청나라(淸國)의 종교인 청교(淸敎)인 것입니다. 

 
1507  Waldseemüller, Martin http://www.loc.gov/item/2003626426/ 

 

 
1643 Rosaccio, Giuseppe  http://norman.hrc .utexas.edu/krausmaps/details.cfm?mapId=55 

 

그런데 1642년 지도의 북미사막에서 태양신에 기도하던 훈도시맨들의 기도모습과 너무나 비슷하게 보입

니다. 옷만 걸쳤을 뿐 상투를 하고 식인을 하고 기도하는 포즈까지 같습니다.  
 

JAPON인들은 교회에 십자가를 세웠으며 절을 하고 JAPON인들 중에는 상투를 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

며 동일지역에 살았었던 훈도시맨들과 같은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교는 불교의 별류로 보입니다. 

http://www.loc.gov/item/2003626426/
http://norman.hrc.utexas.edu/krausmaps/details.cfm?mapId=55


  

교회(CANON)안에는 GOD의 대리자들인 수많은 신상들이 있으며 위의 신은 칼이 너무 많아 막을수 없는 

죽음의 신 전쟁의 신으로 보입니다. 신상의 가슴에는 피할수 없는 일곱개의 얼굴들이 있고 신자들은 간

절하게 절을하고 있습니다. 수도없는 칼을 휘둘러 적을 무찔러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승리의 신  

이들의 신은 세상의 평화를 위한 신들이 아니라 JAPON인들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고 JAPON인들

의 죄를 사해줄 그러한 신인 것으로 보입니다 절을하는 신자들은 모두 머리에 상투를 했으며 신상에는 

여진문자와 비슷한 문자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JAPON의 지도자는 PREDIKANT 
 

 
 

JAPON의 지도자는 PREDIKANT(지도자, 목사)라고 합니다. 임금과 부처가 있는 곳에 만드는 (1)닷집에서 

커다란(2)갓을 쓰고 (3)경전을 옆에 놓고 설교하며 (4)간증하려는 대기자들이 계단에 서있고 뒤쪽에 (5)

칼을 차고 들어온 사람들은 상위레벨의 JAPON인들로 보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광경입니다... 



12. JAPAN의 종교는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 
 

 
 

선과 악의 싸움을 상징하는 신상들… 선은 커다란 뱀을 밟아 제압하고 한자루의 도끼로 수많은 무기로 

공격하는 악마와 싸워서 악마의 팔을 하나 잘랐고 잘린 팔은 아래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래에 여성성직

자들은 향료를 따르고 있으며 사람들은 신상앞에 엎드려 절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불교의 절을 하는 것은 청교의 근원이 불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JAPON 청교(淸敎) 의 여성성직자들의 복장은 아래 예수교 수녀들과 매우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진: 예수교 정교회수녀들  



13. 일장기는 태양신을 상징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JAPAN의 역사는 조작이며 원래 JAPAN의 본국은 북미의 JAPON이며 명성황후시해처

럼 세계인들을 공분하게 할 수 있는 죄악들을 그들은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JAPON인

들에게는 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며 그들은 자신들의 신의 형상으로 

국기를 만들어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1643 Rosaccio, Giuseppe http://norman.hrc .utexas.edu/krausmaps/details.cfm?mapId=55 

 
1655 Arnold Colom  http://www.raremaps.com/gallery /detail/36098/Nova_Delineatio_To tiu s_Orbis_Terrarum_Auctore_A_Colom/Colom.html 

JAPON 의 신은 태양의 신이며 승리의 신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천당에 가게 해주는 GOD 이었습니다. 

식인의 문화까지 있는 JAPON 인들에게 GOD 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을 것이며 자랑스럽게 신의 형상을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합니다. 

 
 

열도 JAPAN의 해군기인 욱일승천기를 보면 JAPON인들의 태양신을 연상시키는 무늬를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마치 진범이 잡범에게 몇푼 주고 대타로 세우듯 북미의 JAPON(청국)은 흔적들을 역사

속에서 지우고 열도 JAPAN을 JAPON으로 만들어 JAPON의 옷을 입혀 세우고 진범인 JAPON은 미대륙

에서 문명국인양 행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norman.hrc.utexas.edu/krausmaps/details.cfm?mapId=55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6098/Nova_Delineatio_Totius_Orbis_Terrarum_Auctore_A_Colom/Colom.html


14. JAPON의 복장변화 
 

JAPON인들의 복색은 해수면상승과 밀접합니다. 사막에서 한대지방의 복장까지 다양하게 확인됩니다. 

 
1566 Finaeus, Orontius   

 
1643 Rosaccio, Giuseppe 

16 세기 JAPON 인들이 있던 지역은 몽골의 동쪽 만주로 사막지역이었습니다. 사막기후이기에 낮에는 

매우 더우며 기도할 때에는 옷 벗고 훈도시만 하고 태양을 향해 무릎 꿇고 두팔 벌려 기도하였습니다. 

 
1772년 Denis Diderot  

 
Histoire generale des Voyages (Paris, 1746-1759) 

17 세기 중반쯤에 요수와 북해를 연결하는 수로가 점점 벌어져 해협이 생기면서 점점 기후가 서늘해 

지게 되고 JAPIN 인들은 옷을 더 입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JAPON 무사들은 백인들로 상투를 틀었으며 

복장이 사무라이들과 다르지만 한복보다는 일본풍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1780 Paris/ Dezauche  

 
1872 년 미국을 방문한 JAPON 사절단 

1750년대 이후 요동반도는 급격히 침식되어 1780년경에는 완전히 침식되어 바다가 되고 차가운 베링해

로 인해 알래스카와 만주는 차가운 동토가 되어 JAPON인들은 더 많은 옷을 입게 됩니다.  

1872년 미국에 온 JAPAN사절단은 머리에 버선같이 생긴 모자를 쓰고 있으며 백인들로 보입니다. 



15. 미국에 온 JAPON사절단 
 

세계사에서 미국은 1854년 페리제독의 흑선을 앞세워 JAPAN을 개항시키고 1858년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합니다.그 후 JAPAN은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를 위하여 세계각국으로 사절단들을 파견하며 미국으로

도 사절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세계사대로라면 JAPAN사절단은 동양인들인 것입니다. 
 

 
이와쿠라 사절단의 대표는 상투를 틀었습니다. 

이와쿠라 사절단 
 

이와쿠라시세츠단또는 암창사절단은 메

이지 4년 11월 12일인 1871년 12월 23

일에서 메이지 6년인 1873년 9월 13일

까지, 일본 과도정부 사절단으로서 네덜

란드 선교사 귀도 베르덱이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가 서유럽으로 보낸 대사절

단에 착안하여 제안하였다고 알려졌다. 

메이지유신 전에 에도 막부에서도 1860

년에 미국에 한 차례, 1862년과 1863년

에 유럽에 사절단을 두 차례 보낸 바 

있었다. 특명전권대사인 이와쿠라 토모

미의 이름을 따서 이와쿠라시세츠단이

라고 부른다.        <위키백과> 

 

그러나 1872년 3월 23일 신문에 JAPAN사절단은 알려진 JAPAN사절단과는 복장과 인종이 달랐습니다. 
 

  

사절단들을 비교해 보면 (우)JAPAN인들은 지도자들이 상투가 없고 복장이 다르며 인종이 다릅니다. 

 
 

열도 JAPAN의 역사는 알래스카 JAPAN인들의 역사를 열도인들로 사진을 찍어서 만든 것으로 보이며  

원조 JAPAN인들은 1872년 이전에 상투를 자르고 단발에 면도를 하고 다녔으며 백인들입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3%BC%EB%8F%84%EC%A0%95%EB%B6%80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B%8D%9C%EB%9E%80%EB%93%9C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B%8D%9C%EB%9E%80%EB%93%9C
http://ko.wikipedia.org/wiki/%EB%84%A4%EB%8D%9C%EB%9E%80%EB%93%9C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A%B7%80%EB%8F%84_%EB%B2%A0%EB%A5%B4%EB%8D%B1&action=edit&redlink=1
http://ko.wikipedia.org/wiki/%EB%9F%AC%EC%8B%9C%EC%95%84
http://ko.wikipedia.org/wiki/%ED%91%9C%ED%8A%B8%EB%A5%B4_1%EC%84%B8
http://ko.wikipedia.org/wiki/%EC%84%9C%EC%9C%A0%EB%9F%BD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C%82%AC%EC%A0%88%EB%8B%A8&action=edit&redlink=1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C%82%AC%EC%A0%88%EB%8B%A8&action=edit&redlink=1
http://ko.wikipedia.org/w/index.php?title=%EB%8C%80%EC%82%AC%EC%A0%88%EB%8B%A8&action=edit&redlink=1
http://ko.wikipedia.org/wiki/%EB%A9%94%EC%9D%B4%EC%A7%80_%EC%9C%A0%EC%8B%A0
http://ko.wikipedia.org/wiki/%EC%97%90%EB%8F%84_%EB%A7%89%EB%B6%80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A%B5%AD
http://ko.wikipedia.org/wiki/%EC%9C%A0%EB%9F%BD
http://ko.wikipedia.org/wiki/%ED%8A%B9%EB%AA%85%EC%A0%84%EA%B6%8C%EB%8C%80%EC%82%AC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99%80%EC%BF%A0%EB%9D%BC_%ED%86%A0%EB%AA%A8%EB%AF%B8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C%99%80%EC%BF%A0%EB%9D%BC_%ED%86%A0%EB%AA%A8%EB%AF%B8


16. 청국(淸國)의 지진기록들 
 

대청제국은 서국조선의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제국으로 그 안에 여러 수도들이 있었으며 북경이 있었던 

알래스카 서쪽지역에는 베링해협으로 인한 지진과 알류산열도의 화산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숙종 16권, 11년(1685 을축 / 청 강희(康熙) 24년) 3월 6일(병인) 1번째기사 

사은사 남구만이 심양에서 장계를 올리다  
 

대비달(大鼻㺚)은 형세가 매우 강성하기에 청나라  사람이 바야흐로 군대를 증가시켜 심양(瀋陽)을 지키

면서 금년 봄에는 기어코 대거 정벌(征伐)하겠다 합니다. 북경(北京)에 지진 (地震 )이 일어났는데, 흑기

(黑氣)가 공중(空中)에 가득찼었으며 대포(大砲) 쏘는 듯한 소리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합니다.” 

하였다. 

 

영조 28권, 6년(1730 경술 / 청 옹정(雍正) 8년) 11월 17일(임오) 2번째기사 

부사 윤유가 병이 위중하여 사행의 일이 낭패함과 북경 지진의 일을 의논함  
 

“승정원에서 불러와 물어보니, 그가 몸소 지진 (地震 )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북경(北京)에서는 모두 사

기(沙器)를 쓰고 있는데 서로 부딪쳐 깨졌고, 그가 나온 뒤에 지진은 더욱 심했다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황성(皇城) 바깥도 또한 그러했다 하더냐?” 

하니, 정우량이 말하기를, “성 바깥도 또한 그러했으며, 원명(圓明)·창춘(敞春) 등의 궁궐도 수없이 무너

지고 또 관동(關東)에는 큰 비가 내려 수천 리가 잠겼다 합니다.” 하였다. 
 

대청제국의 북경은 요동반도가 베링해협으로 밀려오는 북극해에 뜯겨 사라지면서 18세기 후반에 서쪽으

로 이전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동국조선의 입장에서는 대청제국의 본국이 서쪽으로 이전해가니 다행

스러웠을 것입니다. 이후 19세기 후반 대청제국의 북경에 대한 기록들은 중동지역에서 보이며 본국이 떠

난 자리에 청국(淸國) JAPON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고종황제시절에 청국의 지진기록이 다시 보입니다. 
 

고종 17권, 17년(1880 경진 / 청 광서(光緖) 6년) 8월 28일(갑자) 1번째기사 

수신사 김홍집을 소견하다  
 

… 하교하기를, “(청국의) 남쪽 섬에서 검은 연기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가 안 그런가?”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그 지역에 화산이 있기 때문에 항상 지진이 많다고 합니다.” 

하였다. 하교하기를,“지진이 과연 잦고 크게 나던가?” 

하니, 김홍집이 아뢰기를, “몇 달 간격으로 문득 지진이 일어나며, 10여 년쯤 사이를 두고 큰 지진이 나 

집과 사람과 물건들이 손상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하였다….  

 

“청나라의 남쪽 섬들에는 화산들이 있어서 항상 지진이 많다.” 
 

 
알류산열도에 200년 내에 분화했다는 화산들을 표시해보면 불의 고리처럼 온통 화산들로 덮혀 있습니다. 

 

청국(淸國) 남쪽의 화산섬들은 알류산열도이며 청국은 고지도들에 JAPON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JAPON

이 청국임은 여러 고지도들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로도 알 수 있겠습니다.  “JAPON이 청나라다.”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s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s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sa&pos=2&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u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u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u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z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z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z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insp_king.jsp?tid=kza&pos=0&mTree=0&inResult=0&indextype=1&keyword=%EC%B2%AD%EB%82%98%EB%9D%BC+%EC%A7%80%EC%A7%84


17. JAPON 남부는 바다에 잠겼다. 
 

대청제국의 초기수도인 북경은 원래 요동인 베링해지역에 있었으나 요서해협으로 내려오는 북극해의 강

한 물살에 지맥이 손상되어 1670년대부터 수만명이 사망하고 수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는 강력한 대지진

들이 계속되었으며 1730년경의 대지진으로 북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당시 북경의 황제였던 옹정은 지

진이 두려워 배에서 생활할 정도였습니다. 계속되는 지진들로 북경과 요동은 버려지게 되었을 것이며 제

국의 유지를 위하여 폐허가 된 요동과 북경은 비밀이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대청제국이 자신들

의 발상지를 보호키 위해 만주일대를 봉금시켰다고 하는 사건의 전말일 것입니다. 봉금당한 대청제국의 

근본인 만주지역은 JAPON(제본)이라고 칭해진 것이며 JAPON은 18세기 후반에 남부지역이 북극해에 의

해 완전히 침식되어 바닷속에 가라앉는 대재앙을 당하며 북극해의 차가운 바닷물에 북태평양의 수온은 

급격하게 내려갔을 것이며 그 후 알래스카의 기후는 재난수준으로 차가워 졌을 것입니다. 
 

 
1772년 Denis Diderot   http://www.raremaps .com/gallery /detail/34994 /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 iderot-De%20Vaugondy .html 
 

 
1780  Paris / Dezauche  http://www.raremaps.com/gallery /detail/16353/Carte_Des_Nouvelles_Decouvertes_Au_Nord_de_ la_Mer_de_Sud_Tant_a_lE st_de/De zauche.html 

 

청국인들인 청교도들이 남하하여 동국조선을 압박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며 그들이 우리의 역

사 속에 동국조선을 괴롭히는 청국입니다. 청국이 JAPON임을 여러 고지도들을 보고 사실로 인정하고 역

사를 볼 때 JAPON이 우리역사에 어떤 만행들을 저질렀는지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34994/Carte_Generale_Des_Decouvertes_De_LAmiral_De_Fonte_representant_la_grande/Diderot-De%20Vaugondy.html
http://www.raremaps.com/gallery/detail/16353/Carte_Des_Nouvelles_Decouvertes_Au_Nord_de_la_Mer_de_Sud_Tant_a_lEst_de/Dezauche.html


동국조선COREA를 망국으로 몰고간 나라는 북미의 청국(淸國) JAPON이며 그들의 종교는 청교(淸敎)이고 

청교를 믿는 사람들이 청교도(淸敎徒)이며 현재 COREA의 영토를 가장 많이 점유라고 있는 나라는 청교

도들의 나라인 미국인 것입니다. 북미의 JAPON은 역사를 조작하여 환부역조하였으나 자신들의 신앙을 

바꾸지 못함으로써 자신들이 조작하여 감추었던 역사를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JAPON의 역사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18세기 지도들 중 다수의 지도들이 JAPON을 알래스카 북쪽에 표시했으며 이는 현재의 열도 JAPAN이 아닌 원

래의 JAPON이다. 

1772년 Denis Diderot의 지도들은 8종류 이상으로 다르게 그려졌으며 이는 북미 알래스카에 JAPON이 있었음

을 감추기 위해 고지도들을 여러 종류로 다르게 그려서 유포한 것이다. 

알래스카의 JAPON의 위치는 몽고의 동쪽 백두산의 북쪽인 대청제국(大淸帝國)의 만주(滿洲)에 위치하였으므로 

JAPON은 제본(帝本)을 의미할 것이며 JAPON이 있었던 북미북서의 사막지역은 고대로부터 식인국(食人國)이 

있었던 지역으로 훈도시를 하는 문화가 있었다. 

구한말 러일전쟁시기의 JAPAN인들은 17세기 북미사막의 야인들과 동일한 훈도시를 했었다. 

북미 사막의 야인들은 나무를 잘라 트리를 세우고 사슴을 죽여서 이쁘게 장식하여 태양싞께 제사했으며 유럽

세력과 교류했다. 

원래 JAPON인들은 북미 북서쪽의 사막지역에 사는 키가 큰 백인들로 청나라복장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의 세

계사에서의 JAPON인들은 키작은 동남아인들로 JAPON의 역사는 거짓이다.  

JAPON인들은 광장에서 사람들을 잡아먹는 식인의 문화가 있었다. 

JAPON인들은 백인이며 상투를 틀고 유럽풍의 싞전에서 불교처럼 절을 하였으며 싞의 이름은 GOD이다. 

1507년 Waldseemüller, Martin 지도의 JAPON지역을 보면 십자가를 세욲 교회들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는 북미

에 청교도(淸敎徒)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1620년보다 백수십년 전에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현재의 청교도사는 

거짓이며 청교는 북미의 청나라(淸國)의 종교인 청교(淸敎)일 것이다. 

JAPON의 교회(CANON)에는 수많은 싞상들이 있었으며 천국의 선과 지옥의 악의 싸움이 있고 여성성직자들은 

수녀복을 입었으며 싞자들이 절을 하는 것은 청교(淸敎)가 불교(佛敎)의 별류(別類)이기 때문이다.  

1871년 12월 23일에서 1873년 9월 13일까지, 일본 과도정부 사절단으로서 미국에 파견됐다는 이와쿠라 사절

단은 대표가 JAPAN상투를 틀은 동양인이었으나 FRANK LESLIE’S ILLUSTRATED NEWSPAPER 1872년 3월 23일 

싞문에 JAPAN사절단은 JAPAN전통복장을 하고 단발에 면도를 한 백인들이었다. 

알래스카 JAPAN인들의 상징은 JAPAN인들의 태양싞을 형상화한 욱일 승천기이며 세계사조작을 위하여 열도 

JAPAN의 상징이 된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청국(淸國)의 지짂에 대한 기록들이 매우 많으며 청국의 남쪽지역에는 화산들이 있어서 지짂

이 자주 일어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충족하는 곳은 JAPON이 있었던 알래스카의 알류산열도로 청국이 

JAPON이기에 남쪽에 화산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18세기후반 JAPON남부 베링해지역은 베링해협으로 내려오는 북해에 의해 완전히 침식되어 바다가 되었고 

JAPON이 바다에 잠긴다는 말은 이 때문이며 베링해에 북극해의 차가욲 바닷물이 머무르면서 알래스카는 점점 

차갑게 얼어붙고 청국(淸國, JAPON)인들은 살 곳을 찾아 남하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어떠한 종교와도 무관합니다. 이 글이 종교인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음을 알고 어떤 말을 써

야 할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청교, 예수교, 불교에 대한 언급들을 해야만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올려봅니

다. 북미 사막에는 몽고, 거란, 여진인들이 살았고 淸國(청국)의 여진인들은 佛敎(불교)의 別類(별류)인 淸

敎(청교)를 믿었으며 청교는 일본(SIAPAN, 스페인)식 佛敎(불교)인 예수교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종교

사는 세계사조작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대부분 조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교인들 중에는 교황청이 원래 아프리카에 있었던 것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되는 믿음을 추구한다면 몰라도 진실한 신앙을 하려면 역사는 알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이 불편하셨던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http://ko.wikipedia.org/wiki/%EA%B3%BC%EB%8F%84%EC%A0%95%EB%B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