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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라 고마운 각하…숙제 줄여주셔
“만인의 성군” 어린이들 성은에 감읍 또 오열

을 덜게 됐다”며 “앞으로 각하를
비방하는 친구가 나타날 경우
피의 보복을 하겠다”며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좌빨 전교조 소속 C 초
등학교 D 교사는 “전형적인 조
삼모사”라고 비방했다. “10월 일
제고사 대비한다며 방학 때 불
러 보충수업 시키고, 학기 중에
는 밤 8시까지 불을 밝혀 공부
시키는 ‘시험부담’은 더욱 가중
됐다”는 모략이다.
동교 E교사는 “시험 부담은 교
사에게도 짐이다. 학생에서 교사
나아가 학교까지 서열화하는 현
실을 개선하지 않고는 교육은
요원할 것”이라고 지랄했다.
결국 우리 사회는 이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고서는 미래
가 없음이 백일하게 드러난 셈
이다.

장사진 기자 OTL@jo.com

이명박 대통
령은 지난 2
일 청와대 '
푸 른 누 리 '
어린이 기자
단과 학부모
등 8천여 명
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
내가 손자,
손녀를 키워
봐서 아는데
“라는 친근
한 말투로

그렇다. 그는 성군이었다. ‘쥐
박이’니 하며 개념 없이 종북
좌파 불량 어른들에 휘말려
대통령을 폄훼하던 철부지들
은 그 자리에서 끝내 대성통
곡하고야 말았다.

운을 뗀 뒤 배석한 이주호 교
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숙제를
덜 내게 해달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참석했던 A초등학
교 B모 군은 “각하 덕에 큰 짐

좃선일보 앞에 몰려든 응원 인파

‘썰렁한 한양대’ 나꼼수 보고 있나

90년 넘은 좃선일보를 응원하
는 인파 사진이 새삼 화제다.
좃선과 보수 선명성 경쟁을
펼치는 본지인지라 배 아픈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적
의 적은 동지라고, 보수진영
의 철천지 원수인 나꼼수의
큰 코를 납작하게 할 수 있다
는 점에서 고무되는 소식.
2008년 6월경 당시 촛불시위
를 벌이던 일군의 데모대는
좃선으로 몰려와 ‘방회장님은

매력남’ 등의 격문을 붙이며
동양 최고의 정력을 자랑하는
‘밤의 대통령’ 방모 회장을 열
렬히 응원했다.
이는 최근 썰렁한 한양대 노
천 강연장 풍경을 연출한 나
꼼수 김욕민의 사례와 대조되
는 부분. 나꼼수는 이제 갓 1
년됐다.
오래됐어도 좃선이 영원히 대
세라는 사실은 입증된 셈.
개기름 기자 dogoil@jo.com

 

종북 박원순,
여비 삥땅치나

종북인사로 서울시장

에 당선된 박원순이

역대 시도지사 중 가

장 적은 항공비를 써

물의를 빚고 있다.(표)

─────────────────
시도지사 항공비 사용순위
─────────────────

1 김관용 경북 일등석 11,672,300

2 오세훈 서울 일등석 10,151,200

3 박맹우 울산 일등석 8,779,000

4 이명박 서울 일등석 8,431,000

...

최하 박원순 서울 이코노미 631,900

─────────────────

자료 : 전국 16개 시도 정보공개청구

이를 두고 애국진영에

서는 “그 돈을 모아 수

령님 품에 안길 때에

일등석으로 가려는 것”

이라는 과학적이고 실

증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변기 기자 1@jo.com

품격을 생각한다면
선택은 하나입니다
▶ 주요 호텔 및 목욕탕 20% 할인
▶ 자연산 회 포장 시 50% 할인 (무료 배달 서비스)
▶ 야간 등산 위한 아웃도어 30% 할인
▶ 오송 등 신도시 아파트 매입시 마일리지 적립
▶ 자해 공갈 병원입원 시 특실 무료 서비스

법인카드라고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최우수고객
김재철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