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사 인식

우주 인간 만유법칙우주, 인간 만유법칙

맥스웰 방정식, 통합장, 힉스 입자

인과율(因果律)인과율

물리전자 가장 중요한 법칙: 자극과 반응

외부 자극 전계 자계 열 빛에 대한 전자나 정공외부 자극, 전계, 자계, 열, 빛에 대한 전자나 정공 carrier action

역사와 비슷,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기록이다(토인비)

농사

뿌린데로 거둔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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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인식
지금 한국이 5천년 역사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시기

백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신부의 30% 외국인

이스라엘 건국 - 기적 중 기적

오스트리아 테오도르 헤르출 기자의 제안(시오니즘)으로 시작오스트리아 테오도르 헤르출 기자의 제안(시오니즘)으로 시작

유태인 바이츠만이 영국에 화약제조기술 제공 – 이스라엘 건국 약속

2000년전 로마에 의해 멸망 (마사다요새)

2차대전후 승전국의 도움(로마의 휴예들? 역사의 아이러니)으로 팔레스타인에 이스
라엘 건국

역사흐름을 잘 파악하면 나라는 번성하고 왕 혹은 신하가 역사 인식을 잘못하면역사흐름을 잘 파악하면 나라는 번성하고, 왕 혹은 신하가 역사 인식을 잘못하면
백성은 고통 받는다(화양계곡,병자호란)

비범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우고, 보통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못난 사람은 경험에서도
배우지 못한다. 사마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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读万卷书 行万里路 (讀萬卷書 行萬里路) 사마천(司馬遷)

기원전 145년 한나라시대 출생기원전 145년 한나라시대 출생

중국의 가장 훌륭한 역사서인 사기(史記) 저자

아버지는 아들 사마천에게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전 문헌을 읽게 함(讀萬卷書)아버지는 아들 사마천에게 어린 시절부터 많은 고전 문헌을 읽게 함(讀萬卷書)

아버지와 혹은 혼자서 중국 각지 유람(行萬里路) => 史記가 갖고 있는 현장성의 토대

20세 시기에 벼슬 시작, 38세에 아버지 사마담 뒤를 이어 사관 태사령에 임명됨

한나라 무제시기(BC100)에 흉노에 투항한 친구 이릉을 변호하다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투옥 (흉노 => 훈 => 헝가리) (흉노=>신라)

사형을 선고 받음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 많은 돈을 내든지 2) 궁형(宮사형을 선고 받음. 사형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 많은 돈을 내든지 2) 궁형(宮
刑,생식기 제거)을 받든지 선택할 수 있었음

그러나 가난하여 돈은 없고, 죽음을 택할 수도 있었으나, 어버지의 유지이기도 한 역사책
의 저술을 위하여 남자로서 정말 치욕스런 궁형을 선택함의 저술을 위하여 남자로서 정말 치욕스런 궁형을 선택함

궁형을 받은 후 항상 상처에서 진물이 나고 고통스런 상태에서 2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읽고 있는 史記를 저술함읽고 있는 史記를 저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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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천 (司馬遷)

… 이대로 죽는다면 내 작업(이미 사기 서술 시작하였음)이 완성되지 못하고 모두 사라 이대로 죽는다면 내 작업(이미 사기 서술 시작하였음)이 완성되지 못하고 모두 사라
지기에 치욕적인 극형을 당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오직 이 책을 완성하여 명산에 보관
하고 촌락 도시에 유통하는 것이 치욕과 질책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女爲悅己者容(여위열기자용) 士爲知己者死(사위지기자사)女爲悅己者容(여위열기자용) 士爲知己者死(사위지기자사)

여자는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하지만,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
람을 위해 죽는다

人固有一死 或重于泰山 或輕于鴻毛 用之所趨異也

(인고유일사 혹중위태산 혹경우홍모 용지소추이야)

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사람은 누구나 한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깃털보다 가볍다. 
이는 죽음을 사용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이다

뭇 인민들이 부자를 보고, 그 재산이 자신의 열배 정도이면 그를 비하하고 , 백배이면 두뭇 인민들이 부자를 보고, 그 재산이 자신의 열배 정도이면 그를 비하하고 , 백배이면 두
려워하고, 천배이면 달갑게 부림을 당하고, 만 배이면 달갑게 그의 노복이 된다.

단호하게 감행하면 귀신도 피한다

성공의 그늘에서 오래 동안 머물러서는 안된다성공의 그늘에서 오래 동안 머물러서는 안된다

참고: 김영수, 史記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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读万卷书 行万里路 - 무측천 (武則天)

두 황제(당 태종 이세민 당 고종)를 모셨던 여자두 황제(당 태종 이세민, 당 고종)를 모셨던 여자

두 명의 황제(아들) 옹립

중국의 유일한 여자 황제에 오름(武周) – 그러나 죽을 때 자기 왕조 포기하고 고종의 황중국의 유일한 여자 황제에 오름 그러나 죽을 때 자기 왕조 포기하고 고종의 황
후로 남는다. 無字碑

수나라 귀족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독서를 많이 함(讀萬卷書)수나라 귀족 출신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독서를 많이 함(讀萬卷書)

아버지가 지방 관료로서 같이 여러 지역을 돌아 다녔음(行萬里路)

정치를 쇄신하고, 파격적으로 인재를 기용하다

중국 수천년 역사상 가장 부유한 나라 건설(쌀값이 당 건국초기보다 1/10로 하락)

路不拾遗 夜不闭户(lùbùshíyí yèbúbìhù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고, 
밤에도 대문을 닫지 않는다)

아주 유능한 정치가(백제 고구려 멸망 간접적인 원인 제공)아주 유능한 정치가(백제, 고구려 멸망 간접적인 원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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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려(范蠡)
鸟尽弓藏(niǎojìngōngcáng) 兔死狗烹(tùsǐgǒupēng)

卧薪尝胆(wòxīnchángdǎn), 吴越同舟(WúYuètóngzhōu)

B 500년경 월왕 구천을 도와 오왕 부차에게 복수(卧薪尝胆)후 떠남Bc 500년경 월왕 구천을 도와 오왕 부차에게 복수(卧薪尝胆)후 떠남

제나라, 도나라에 가서 거부가 되었지만 모두 나누어주고 떠남

중국 최고 미녀 서시(西施)와의 로맨스중국 최고 미녀 서시(西施)와의 로맨스

4대 미녀(서시,왕소군,초선,양귀비)중 가장 으뜸

西施顰目(빈목), 東施效矉(효빈), 沈魚落雁(침어낙안)

은퇴한후 서시와 湖中泛舟(húzhōngfànzhōu호수에 배를 띄우고 놀다)

BC 511년 초(楚)나라에서 월(楚 )나라로 벼슬시작(25세)BC 511년 초(楚)나라에서 월(楚 )나라로 벼슬시작(25세)

문종(文种 )과 함께 越王 구천(句践) 섬김

BC 496년: 오나라 월나라 침입, 그러나 대패 당함BC 496년  오나라 월나라 침입, 그러나 대패 당함

오왕 합려는 월나라의 왕권교체(윤상에서 구천으로)시기 틈타 침입

월나라는 사형수로 구성된 자살대를 앞세워 전투에 앞서 대형 자살시범 보임

오나라 군인들이 깜짝 놀라 우왕좌왕 대패함, 오왕 합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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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려(范蠡)
BC493년: 월나라 오나라 침입, 그러나 대패 당함

월왕 구천 젊은 패기로 자만, 범려 반대하였지만.

당시 오나라에는 오자서, 손무 등 쟁쟁한 사람 있었음

오자서 초나라 굴묘편시(掘墓鞭屍) 일모도원( 暮途遠) 君子报仇 十年不晚오자서: 초나라, 굴묘편시(掘墓鞭屍), 일모도원(日暮途遠), 君子报仇 十年不晚
손무: 제나라, 손자병법 저자

越王 구천과 범려는 吴王 부차의 노예가 됨(3년)越王 구천과 범려는 吴王 부차의 노예가 됨(3년)

부차의 대변을 맛보아 부차의 병을 알아 맞힘

돌아와서 20년간 卧薪尝胆

BC473년: 월나라 오나라 침입, 오나라 멸망

오나라 멸망 부차 자살 (63세)오나라 멸망, 부차 자살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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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려(范蠡)
BC468년: 월왕 패업실현, 범려 월나라 떠남 (68세)

急流勇退 jíliúyǒngtuì: 배가 급류속에서 신속하게 물러남

서시와 떠남

제나라

치이자피(鴟夷子皮 ) 서시관련치이자피(鴟夷子皮 ) 서시관련

두아들과 해변에서 농사일구어 거부가 됨

제나라 왕 재상으로 임명

재산을 친지/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떠남

도(陶)나라 山東省 定陶縣 陶朱公으로 장사 巨萬이 됨도(陶)나라. 山東省 定陶縣. 陶朱公으로 장사 巨萬이 됨

BC448년: 생애 마감(88세)BC448년  생애 마감(88세)

참고: CCTV 백가강단(百家讲坛) 범려강의(손리군교수), CCTV 와신상담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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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유럽에서 프랑스를 얕잡아 보는 유일한 나라 – 스페인유럽에서 프랑스를 얕잡아 보는 유일한 나라 – 스페인

아시아에서 일본 얕잡아 보는 유일한 나라 – 한국

이유: 예전에는 일본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졌다?이유 예전에는 일본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졌다

~ 1500년 이전

삼국시대 고려 조선 초기에는 일본 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졌다삼국시대, 고려, 조선 초기에는 일본 보다 우수한 문화를 가졌다.

일본은 한반도로부터 철기문화 등을 수입하였다. 

왜구 등 침략하였으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략질함왜구 등 침략하였으나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략질함

왜 한국은 일본보다 앞선 문화를 가졌나?

문화의 흐름이 요동(중국) => 한국 => 일본 이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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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1500년 ~ 2000년1500년  2000년

임진왜란, 일본 식민지 시기 등은 고의적으로 한반도를 침략함

임진왜란 배경임진왜란 배경

•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을 천하 통일함

• 무사 등이 넘쳐서 이들에게 줄 영토가 부족

한반도를 점령하여 무사 들에게 봉지를 줄 생각으로 조선을 침략함• 한반도를 점령하여 무사 들에게 봉지를 줄 생각으로 조선을 침략함

• 중국을 치기 위하여 길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핑계임

무대포(無鐵砲)(むでっぽう): 조총이 없이 일본군에 덤빈다는 의미무대포(無鐵砲)(むでっぽう): 조총이 없이 일본군에 덤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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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1500년 ~ 2000년1500년  2000년

근세 - 식민지 36년

앞선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유럽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냄앞선 문화를 배우기 위하여 유럽으로 이와쿠라 사절단을 보냄

사까모토 료마

•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2번째 인물임

개화파로서 쇄국파에 대항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 개화파로서 쇄국파에 대항하여 선진 문물을 받아들임

•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평화롭게 메이지 유신 체제로 변화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함

• 료마가 간다 동서문화사• 료마가 간다, 동서문화사

이 시기 이러한 지식인들이 강대국 일본을 건설하기 위한 로드맵 만듬

• 한국 점령

• 대만, 류쿠 왕국(오키나와), 혹카이도 등 점령

왜 일본은 한국보다 앞선 문화를 가졌나?

문화의 흐름이 서양 해양문화 일본 한국 중국 이기 때문임문화의 흐름이 서양 해양문화 => 일본 => 한국 => 중국 이기 때문임

일본, 한국, 중국 발전 시기를 보면 짐작할 수 있음

꼭 봐야 할 자료: 중국 CCTV 대국굴기 12편

전자정보대학 김영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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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한국

2000년 이후2000년 이후

반도체 시장은 일본 히다치, 도시바 등에서 한국 삼성 하이닉스 등이 잠식함

조선, 모니터, 일반 가전 시장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중심이 이동조선 모니터 일반 가전 시장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중심이 이동

자동차도 일본 도시바에서 한국 현대 등으로 흐름이 이동함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이미 통제 불가능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 - 이미 통제 불가능?

이미 너무 과도하여 해결, 감당 불가능한 상태인 국가 부채 문제

한국은 운동에서 박세리, 박찬호, 김연아 등이 세계 무대로 나타남

음악은 걸그룹, 싸이 강남스타일 등 유튜브 조회수 1위 차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재임 성공) 등 각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냄

왜?왜? 

이미 해양으로 돌던 서양문화는 이미 쇄락(미국, 유럽)의 길을 걷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양문화의 아시아로의 유입에서 전초기지였던 일본의 역할이 끝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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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 부채, 2013/9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보다 심각할 수도

일본 (경제적) 침몰의 시작 단계

국가 부채 규모 10조 달러 ( 10000조원 10경원)(2013)국가 부채 규모 = 10조 달러 (=10000조원=10경원)(2013)

GDP 대비 250%GDP 대비 25 %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

미국 80% (국가 부채 16조달러)

이탈리아 120% (경제 심감함)

스페인 80% (경제 심각함, 젊은이 50% 실직 상태)

한국 40%한국 40% 

• 공기업 부채 포함하면 80%까지 상승

• IMF때 100조원이 2013년 500조원임IMF때 1 조원이 2 13년 5 조원임

• 이 추세라면 5-10년 내에 스페인처럼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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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가 부채, 2013/9
국가 부채 규모 = 10조 달러 (=10000조원=10경원)(2013)

일본 한해 예산 = 1조 달러

국채 이자 0 1조 (만약 이자가 1%라면)국채 이자 = 0.1조 (만약 이자가 1%라면)

이자 부담이 예산의 10%임 , 이자 부담 때문에 복지 비용 등 지출 불가

예산의 50% 정도는 세금, 50%는 국채(0.5조달러/년)로 충당예산의 5 % 정도는 세금, 5 %는 국채( .5조달러/년)로 충당

즉, 국채는 눈덩이처럼 늘어남

일본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열차를 달리고 있음

일본은 침몰할 것이다.

탄허 스님의 예언탄허 스님의 예언

미국 Edgar Cayce의 예언

존티토의 예언: 미래에 일본은 한국식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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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차이
한국 – 중국

빨리 빨리 - 한국

慢慢地 (mànmànde) –중국

일본 – 중국

いっしょけんめい (一所懸命) – 일본いっしょけんめい ( 所懸命) 일본

别拼命 (biépīnmìng) – 중국

君子报仇 十年不晚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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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돌
한반도 = 고인돌 왕국

세계 고인돌의 40%가 한반도에 집중

충북 제천 황석리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유적 등의 유골을 DNA 분석한 결과 서양인으로충북 제천 황석리, 강원도 정선 아우라지 유적 등의 유골을 DNA 분석한 결과 서양인으로
판명

기원전 유골들은 백인 유골기원전 유골들은 백인 유골

동양인 유골은 기원후 출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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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우
치우 = 한민족 조상 ?

염제 황제 치우 전쟁 소개

치우가 염제를 공격 패배시키나, 염제는 황제와 연합하여 치우를 패배시킴

그 후 황제는 염제를 없애고 중원을 차지함(중국 역사의 시작)그 후 황제는 염제를 없애고 중원을 차지함(중국 역사의 시작)

중국 정부에서 만든 책 “중국 역사 상식”에서 가져온 지도

치우가 동이족의 수령치우가 동이족의 수령

중국의 동부 황하 양자강 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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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문명 - 동이족
요하 홍산문화 발굴

심롱와(8000녅전), 츠펑(6500년전), 뉴허랑(5000년전) 

중국 중원의 룽산문화(5000년전)보다 훨씬 이전

중국인들은 출토된 여신상을 중국의 어머니로 묘사중국인들은 출토된 여신상을 중국의 어머니로 묘사

중원에서 변방으로 문화 전파를 주장한 역사관을 수정하여, 자신의 조상이 오랑케
지역에서 왔다고 함 – 자가당착지역에서 왔다고 함 자가당착

홍산문화 특징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자세히 살펴보니,

비파형 청동검, 청동거울, 옥귀걸이: 

황하 문화와 무관 한반도와 일치황하 문화와 무관. 한반도와 일치

새, 곰 토템: 동이족과 연관성. 고조선 건국 설화

요하 일부 -> 중국 중원 -> 상, 주왕조

대부분 => 한반도 => 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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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高句麗) 유민

추천 도서: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김인희추천 도서: 1300년 디아스포라 고구려 유민, 김인희

중국의 먀오족(苗族)이 고구려 유민 임을 약 20개의 증거를 들어 설명

운남성, 귀주성, 광서성, 베트남(몽족), 라오스 북부운남성 귀주성 광서성 베트남 몽족 라오스 북부

전설: 머나먼 북쪽의 눈내리고 추운 땅에서 두 개의 강(황하, 양자강)을 건너서 왔다

이 내용을 묘족 여인의 치마에 새겨 년 동안 전해옴이 내용을 묘족 여인의 치마에 새겨 1300년 동안 전해옴

인류학자: 세계에서 가장 끈질긴 민족이 2개 있다 하나가 유태인이고 또 하나가 먀오인류학자: 세계에서 가장 끈질긴 민족이 2개 있다. 하나가 유태인이고 또 하나가 먀오
족(苗族)이다. 총 1000만명 정도 = 중국에 300만병 + 베트남, 라오스, 태국, 미국, 프
랑스 등 200만명

흔적: 방아, 맷돌, 몽고반점, 

쌀 벼 등의 용어쌀, 벼 등의 용어

난생(卵生) 신화

체질 한국인과 유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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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신불(等身佛, 김동리 소설)
중국 안휘성 구화산 불교성지 – 중국 4대 성지 중 하나 - 등신불

794년 김교각(신라 왕자)스님 등신불

1985년 대흥화상, 1991년 자명대사(비구니) 등 9개의 등신불

김교각(金乔觉)스님김교각(金乔觉)스님

696년 성덕왕 장남(추정)으로 중국 유학길에 오름

중국 유학 후 동생이 태자가 되고, 친어머니는 쫓겨남중국 유학 후 동생이 태자가 되고, 친어머니는 쫓겨남

24세에 출가, 구화산에서 수행을 시작함. 白土少米

度盡衆生 方證普提, 地獄未空 誓不成佛(중생도진 방증보리 지옥미공 서불성불)

99세때 참선 중 입적, 3년 후 몸이 썩지 않아 금칠하여 보관함 (身月寶塔). 마주
들어 움직이니 뼈마디마다 쇠울림이 나다. 보살의 현신 => 등신불

지장(地藏)보살의 화신으로 인정지장(地藏)보살의 화신으로 인정

신라 왕자에서 중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스님이 됨

전자정보대학 김영석 12-23



신라왕족 – 흉노의 후손?
문무왕(삼국 통일) 비문에 김일제(흉노)의 후손

당나라 살던 김씨 부인 묘비 발견(서안)에 투후 김일제가 신라 왕조의 조상

김일제

한나라 원제는 흉노의 위세에 눌려 후궁 王昭君(4대 미녀 落雁)을 흉노 첩으로 바한나라 원제는 흉노의 위세에 눌려 후궁 王昭君(4대 미녀, 落雁)을 흉노 첩으로 바
침.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

한나라 무제때 흉노 공격하여, 흉노 한 왕이 다른 왕을 죽이고 투항. 이 죽은 흉노왕한나라 무제때 흉노 공격하여 흉노 한 왕이 다른 왕을 죽이고 투항 이 죽은 흉노왕
의 아들이 김일제

김일제는 무제의 마부가 되어 반란에서 한무제의 목숨을 구함. 이 때 투후로 봉해지고
성씨 “金”을 하사 받음 흉노가 유달리 金을 좋아하기 때문 중국 金씨의 시조성씨 金 을 하사 받음. 흉노가 유달리 金을 좋아하기 때문. 중국 金씨의 시조.

그 후 자손들이 정치적 압박을 받고 신라로 망명하여 정권 쟁취

근거근거

김알지 탄생 설화: 황금 상자(金), 닭(유목민의 토템)

신라 금관 중앙아시아 금관과 유사

청동솥, 적석 목곽분 모두 유목민의 풍습

유골의 유전자 검사에서 신라는 스키타이와 밀접한 유사관계 (KBS 역사스페셜)

전자정보대학 김영석 12-24



쿠쉬나메
이란의 유명한 페르시아 서사시 쿠쉬나메에 신라의 이야기가 절반이나 나옴

아브틴 왕자, 신라 타이후르왕의 공주인 파라랑과 결혼,  아들 페레이둔 페르시아를 되
찾다

향기 가득한 꽃으로 덮힌 지상 낙원 신라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다향기 가득한 꽃으로 덮힌 지상 낙원, 신라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이다.

다향한 노래소리가 들리고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신라에 일단 가면 즐거움에 매료되어 그
곳을 떠너지 않습니다. 

그 곳에는 금이 아주 많아서 개목걸이까지도 금으로 만들었다. 

일단 그 섬에 들어가면 행복해서 아무도 나오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바실라(신라) 여인들은 마치 삼나무와 같이 늘씬한 몸매이며 얼굴은 달과 같았습니다바실라(신라) 여인들은 마치 삼나무와 같이 늘씬한 몸매이며 얼굴은 달과 같았습니다.

651년 사산조 페르시아 아랍에 의해 멸망. 마지막 왕자는 중국으로 망명

침력자 자하크는 동생 쿠쉬를 중국으로 암살자로 보냄침력자 자하크는 동생 쿠쉬를 중국으로 암살자로 보냄

왕자 아브틴은 신라로 도망. 신라공주 파라랑과 결혼

아들 페레이둔을 낳아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국을 되찾음

처용 설화와 유사. 페르시아 격구, 페르시아 카펫, 입수쌍조문 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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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 홍순언(洪純彦)
인연

중국 명나라 사신으로 연경에 가는 중, 2달 후 통주의 한 기생집에 들림

한 기생이 병부상서의 딸로 병으로 죽은 부모관을 고향으로 가져가 장사 지내려고 하
는데 돈이 없어 몸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진 돈을 털어 300금(억대의 돈)을 주고는데 돈이 없어 몸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진 돈을 털어 300금(억대의 돈)을 주고
나옴

여인이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데 “我姓洪”하고 나옴

성만 알려주고 가진 돈 모두 주고 나온 홍순언을 동행들이 모두 비웃음

300금은 관아에서 빌린 무역자금

조선으로 돌아와서 공금횡령죄로 옥에 들어감조선으로 돌아와서 공금횡령죄로 옥에 들어감

이때 대명회전(명나라 역사서)에 이성계가 정적 이인임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음 (종
계변무)(宗系辨誣).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약 200년 동안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계변무 宗系辨誣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약 년 동안 명나라에 사신을 보냈
으나 해결하지 못함

선조의 불호령이 떨어짐: 바로 종계변무를 해결하라. 아니면 목숨을 내놓아라.

동료 역관들이 공금을 대신 갚고 홍순언을 풀려나게 하고 역관으로 중국에 가게 함동료 역관들이 공금을 대신 갚고 홍순언을 풀려나게 하고 역관으로 중국에 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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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관 홍순언(洪純彦)
10년후 홍순언이 역관이 되어 중국으로 감

중국에 도착하니 뜻밖에 예부시랑(외무부차관)이 나와 있음(보통은 말단이 나옴)

홍순언이 도와준 여자가 예부상서 석성의 부인이 되어 홍순언을 기다리고 있었음

조선왕조는 200년 숙원사업이 해결됨 조선으로 돌아와서 선조 매우 기뻐함조선왕조는 200년 숙원사업이 해결됨, 조선으로 돌아와서 선조 매우 기뻐함

높은 벼슬, 땅, 노비 하사하고 당릉군으로 임명

임진왜란임진왜란

선조 명에 원군 요청, 그러나 명은 파병에 주저

당시 명나라에는 조선 임금이 일본과 짜고 왜군의 길잡이가 되어 평양으로 피난 한
다는 소문 있었음

선조는 홍순언을 사신으로 보냄

석성(그 여자의 남편)이 병부상서가 되어 조선에 파병되도록 함석성(그 여자의 남편)이 병부상서가 되어 조선에 파병되도록 함

홍순언은 돌아오는 길에 화약의 재료 연초 등 구입하여 돌아옴

그 후그 후

석성의 후손은 조선을 도운 죄로 위험에 처함. 자손들 조선으로 와서 귀화(해주 석씨)

KBS 한국사전 1, 역관 홍순언,인연 조선의 운명을 바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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读万卷书 行万里路 - 화양계곡
화양계곡

황양목(회양목)이 많으므로 황양동(黃楊洞)이라 불렸으나,  

그러나 효종 때의 정치가인 우암 송시열이 이곳으로 내려와 살면서 화양동(華陽洞)
으로 고쳐 부름으로 고쳐 부름.

만동묘만동묘

우암 송시열은 1689년 제주로 유배의 길을 가면서, 수암 권상하에게 화양동에 만동
묘를 세울 것을 부탁

중국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중국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명나라 신종(神宗)에게는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의리(義理),

명나라 의종(毅宗)에게는 나라가 망하면 국왕이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명나라 의종(毅宗)에게는 나라가 망하면 국왕이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도(正道)를 보여주기 위하여.

잘못된 역사 추세 파악

병자호란 2차례 – 백성 힘들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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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허 스님의 예언
탄허(呑虛)(1913-1983) 

한국이 앞으로 세상의 중심이 됨

1950년 한국전쟁 예언1950년 한국전쟁 예언

월남전 미국 패배 예언

박정희 대통령 죽음 예언박정희 대통령 죽음 예언

자신의 입적 날짜 예언 …

천지 개벽하여 지축 경사가 바로잡힘

지진과 해일 발생

일본과 한국 동해안 일부는 바다로 침몰일본과 한국 동해안 일부는 바다로 침몰

서해안은 융기하여 계룡산을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이 된다고 예언함 …

미국의 Edgar Cayce도 일본 침몰 예언함

불가리아 맹인 예언가 바바 방가는 미래 아시아는 새로운 나라가 건설된다고 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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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 미국 양적완화
어떤 역사학자는 로마 금화의 금 함류량으로 로마의 멸망을 설명함. 후기로 갈수록 금함유
량이 떨이짐

하드리아누스 장벽하드리아누스 장벽

영국 섬 가운데 건설된 로마 시대의 장벽 120km. 켈트 족 침입 방지

1900년 전 로마는 영국을 150년간 지배, 1만명의 병사 주둔년 전 로마는 영국을 년간 지배 만명의 병사 주둔

로마 군인: 25년 근무하면 로마 시민권 획득. 로마 시민은 무료 식사 제공

로마는 초기 도시국가로 국경선은 겨우 10km => 로마 제국이 되어 국경선 15000km, 
30만명 군사 주둔. 

군인들에게 음식, 집, 봉급 지불. 제국 예산의 절반이 군사비로 지출군인들에게 음식, 집, 봉급 지불. 제국 예산의 절반이 군사비로 지출

로마 제국 초기에는 침략하여 재물을 약탈하여 로마로 가져옴. 심지어 침략지의 원주민은
노예로 팔았다. 시저(케사르)가 초기에는 엄청난 빚을 가졌으나 스페인, 골(프랑스) 침략
에서 얻은 부로 탕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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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 미국 양적완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략할 나라는 없어지고, 지켜야 할 국경이 늘어남. 이 국경선 방
어에 엄청남 비용을 지출

변경을 지키는 군인에게 돈(금화)를 지불하였는데 금이 없어서 금화의 금함유량을 줄이기변경을 지키는 군인에게 돈(금화)를 지불하였는데 금이 없어서 금화의 금함유량을 줄이기
시작.

예산 감당이 안되어 은화의 금 함유량 감소. 초기 98% => 50% => 30% => 1%

지금 미국과 유사하지 않나요?

지금의 미국 달러 일본 엔화의 양적 완화 (이름 참 고상하게 지었네요?)와 유사지금의 미국 달러, 일본 엔화의 양적 완화 (이름 참 고상하게 지었네요?)와 유사

미국은 지금은 예전의 로마제국처럼 침략해서 가져올 게 없으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미국은 지금은 예전의 로마제국처럼 침략해서 가져올 게 없으니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힘들지 않겠어요?  봐야 할 자료: 글로블 마켓 NHK, 시대정신

그리고 로마가 망해갈 때 흑인 황제가 나왔다고 함 – 지금 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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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잉카 멸망
아즈텍 멸망

에스파냐(스페인)의 페르난도 코르테스

1519년 508명로 4만명 아즈텍 정복

총 대포 기병 16명• 총, 대포. 기병 16명

천연두

종말 신화론: 하얀 얼굴의 종족에게 정복당함종말 신화론: 하얀 얼굴의 종족에게 정복당함

주변 부족의 원한: 인신공양을 위하여 인간 납치

잉카 멸망

에스파냐(스페인) 피사로

1532년 182명으로 3만명 잉카군 정복1532년 182명으로 3만명 잉카군 정복

흑사병(혹은 두창이라고도 함)

황제 알타우아타의 자만심황제 알타우아타의 자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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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혁명/체게바라
쿠바는 에스퍄냐의 식민지였음

1902년 에스파냐-미국 전쟁 후 독립

그러나 실질적으로 미국 식민지

1956년 체게바라 + 카스트로 82명1956년 체게바라 + 카스트로 82명

멕시코에서 쿠바로 건너가 혁명 성공시킴

체 게바라

아르헨티나 출신, 1928년생

오토바이로 여행중 남미의 가난과 고통을 체험

• 이를 돕기 위하여 혁명 시작

카스트로와 쿠바 혁명 성공/쿠바정권의 기초카스트로와 쿠바 혁명 성공/쿠바정권의 기초

아프리카 콩고 혁명 참여

라틴아메리카 전체 혁명 주도라틴아메리카 전체 혁명 주도

볼리비아 산악지대에서 잡혀 총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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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과 고통은 상상 속의 그것에 불과하다
즐거움과 고통은 뇌에서의 화학 물질의 장난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뇌에서는 중요한 3가지의 신경전달물질이 있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레토닌 > 편안함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세레토닌 => 편안함

즐거움, 쾌락을 주는 도파민 => 즐거움

스트레스와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 => 우울함스트레스와 관련된 노르아드레날린 > 우울함

이들은 우리 육체를 보존하기 위한 당근과 채찍임

즉, 뇌의 장난임

실체가 없다

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화학물질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친구와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숲속에서 산보하면 세로토닌이 나와 편안함

운동하면 엔도르핀, 도파민 분비되어 즐거움 느낌운동하면 엔도르핀, 도파민 분비되어 즐거움 느낌

그러나 반대로 하면 세로토닌, 도파민 등이 분비되지 않아 우울함을 느낌

미래에는 약이나 전기 자극 등으로 조절할 수 있을지도(마약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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