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om: Hong S Kim
Sent: March 18, 2017
Subject: 대하닌국 reset 할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reset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사회 전반에 공산세력 침투해 있다는 것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박힌 공산사상을 교육으로 바꾸는 것 불가능 합니다. 이대로 계
속 가는 한 시간 문제일 뿐 언젠가는 어차피 적화 됩니다. 침투해 있는 수 천 개
문어발 하나 하나 자르는 해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고 특단의 조치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란 문어 대가리를 죽이는 방법입니다. 종북’ 에서
현재 국내에 있는 ‘종’을 제거 시키기는 어렵고 지금 거의 쓰러질 것 같은 ‘북’을
제거 시키는 방법이 더 쉽고 희생을 최소화하는 이상적일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인들 편가르기 너무 지나친데
소위 ‘종북 좌파’ 중 우리의 적은 ‘종북’이지 ‘좌파’는 생각이 다를 뿐 그래도 우리 편이라는
인식 전환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나 좌우가 있어 균형 유지하는데 이곳 미국도 좌파가
오히려 더 강합니다. 대다수 촛불 젊은이들 좌 파일 수는 있어도 빨갱이들은 아닐 것인데
그들을 우리 편으로 품어주지 않으 니까 종북 세력들이 자기 편으로 끌어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문어 머리 제거 되는 특단의 조치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의
도움은 항상 먼저 회개가 있을 때에만 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 입 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했던 심정으로 종교 상관 없이 우리 국민 모두 이번 기회
반성과 회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거짓말 부정부패
편 가르기 차별대우 약자 무시 하고 강자에 아부하기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 어려운 이웃
무관심하고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 남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성공이라는 사상...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집단이 우리 기독교계 입니다. 사랑과 정의 가장 많이
부르짖지만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 정죄 물질만능 분열 위선 어느 곳 보다 가장 심한 곳이
한국기독교라는 것이 여론조사의 지적 입니다. 왕이 범죄 했을 때 전 국민이 고통 당했듯
한국의 고통 ‘왕 같은 제사장’ 이어야 할 기독교 인들의 책임이라는 인식 가져 회개운동
교회로부터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남북 전쟁 때, 하나님이 우리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하자고 부하들이 말할 때 Lincoln
대통령이 했다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 라는 것 보다 우 리가 하나님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는 말 되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금 우리
대한민국 reset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왔 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먼저 회개할 것인 지 대한민국의 운명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