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정치 다큐 ‘부역자들’을 보고…>
사랑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 싫어졌습니다. 미워졌습니다.
이제 고향도 싫어지려 합니다.
서글픕니다.
어떻게 새우고 어떻게 지킨 우리조국인데...
아니 미워진 것은 조국이 아니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이보다도 그 밑에 못 들어가 안달 대는 남쪽의 종북자들 더 밉습니다.
종북자들 보다 더 미운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한국사람들의 저질 민도 입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으로써 이 지구상에서 이미 사라진 사상인데도 아직도
모르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처참한 지옥이 북조선이라는 것 온 천하 초등학생
들도 다 아는데 그 밑에 들어가 김정은 알현하려 경쟁하는 정치인들,대통령
출마자들이라는 자들 과거 어떤 인간이라는 것 초등학생도 다 아는데 아직도
정견발표라는 것에 현혹 되는 국민들…
생각하는 법 가르치지 않고 암기하여 시험점수만 따도록 된 한국 교육제도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 실망스러워졌습니다.
어제 우연히 you tube 에서 ‘막장 정치 다큐 “부역자들”을 본 이후부터 입니다.
이젠 걱정도 안 하고 신경도 쓰지 않으렵니다.
때리시던 어루만지시던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렵니다.
대단히 미안한 말이지만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세상, ‘빨갱이 세상’
되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민족의 먼 장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그 맛과 경험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너무 길게는 말고 10 년은 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아…!
차라리 전쟁이 난다면 몇 만이나 몇 십만 명이면 되지만 그 세상이 되면 1,300
만명이 학살 되리라고 예상들 하는데…
세계 공산혁명사에 의하면 학살의 제 일차 대상이 지금의 종북자들 이라는 것
알기나 하는지…
공산주의자들 너무 머리 좋습니다.

해방 이후 70 년간을 치밀하고 꾸준하게 성공적으로 공작 해온 것을 보십시오.
‘불평불만’ 이나 ‘배신’ 은 그 사람의 personality 라는 것 그들 너무 잘 압니다.
즉 ‘불만’은 부족한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닌 그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
그래서 현 대한민국 체제에 배신 하는 사람들은 빨갱이세상이 되어도 배신할
자들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기에 가장 먼저 처치하는 것이 공산혁명의 역사라는
것 지금 종북자들 알고나 있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당이 정권잡고 하는 ‘정치’ 이야기입니까?
목숨이 죽고 사는 ‘생명’ 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당이 또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상관 없지만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 사상이나 그 사람들은 ‘좀 더 나쁜’ 사람이 아닌 정치라는 탈을 쓴
사탄의 세력입니다. ‘진화론’이 과학이라는 탈을 쓴 악령의 사상이듯 말입니다.
저 지금 이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 어머니 친정식구 8 명을 하루아침에 어린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대창으로
찔러 죽인 것이 공산당입니다. 세 조카들 대려다가 우리들과 같이 기르며 평생
한에 맺혀 계셨던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보며 자랐습니다.
세계 10 위까지 올려 놓은 자랑스런 우리 조국 이런 비극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탈북자 젊은이들이 확실한 증거요 증인들이지 않습니까?
다음달 5 월 15 일에 김평우 변호사님 이곳에 오실 것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유치한 탄핵 얘기 더 들으려는 것 아닙니다.
어느 편에 정치적 힘 실어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 고국분위기 보고 느끼고 오신 같은 교포 분으로부터 우리 이제
비록 늙었고 힘도 없지만 고국을 위해 마지 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
는가, 아무래도 밖을 보는 시야 부족한 고국의 친지들에게 미주 교포로써 우리
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듣고 싶어 모시려는 것입니다.
그 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도 끝난 후입니다.
그러기에 정치 얘기가 아닌 고국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주제의 말씀을 부탁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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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홍 식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