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 ‘가뭄+4대강 오염’ 유도 전략

혹시 이런 노림수?혹시 이런 노림수?

극심한 가뭄, 똥물이 돼 버린 4
대강. 이명박 대통령은 그런데
브라질에 가서 “4대강 사업으로
물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고 큰
소리쳐 국민들로 하여금 ‘우라
질’ 소리를 자아내게 했다.
빈민 가정에서 태어나 국가 최
고 지도자 자리에 이르는, 풍상
의 세월을 거친 이 대통령이 뜬
금없이 유체이탈 화법을 무분별
하게 구사할리 없다.
우리는 이 대통령이 이 땅에 쓸
만한 물을 모두 소진시키려는
음모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론해본다. 더는 자연 상태의
식수를 한 방울도남기지않게 하

는 것이다. 이미 충분히 예견됐
던 가뭄 및 4대강 오염 사태는
바로 이런 꼼수에서 비롯된 것
이다.
게다다 수돗물을 담당하는 수자
원공사에 8조에 이르는 빚을 떠
넘긴 점을 감안해, 공사가 파산
의 길로 치닫게 된다고 가정하
자. 그렇다면 결국 수도를 담당
할 주체가 사라진다. 민간업체
위탁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장악해 버린 언론
은 찍소리 하나 안 낸다. 수도
민영화의 진도는 차질없이 나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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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계시’ 최대현 양승은, 십계명 위반 논란

파업 중인 MBC노조를 탈퇴해
업무에 복귀한 최대현 양승은
아나운서(사진)가 뉴스데스크
주말 앵커가 되자 종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애
초 ‘하나님의 뜻’이라며 김재철

사장의 품에 안긴바 있다. 그
런데 주일이 끼어있는 주말에
뉴스를 진행함은 ‘안식일을 거
룩히 지키라’는 십계명 4조(출
애굽기 20장)를 위반하는 것이
다. 이를 두고 개신교계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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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민영화되면
이런 호사, 더 못 누린다. 물
값 쌀 때 욕조에 물 받아 사우
나 즐기자. 물론 이 와중에 목
욕물도 안 버리고 마시는 훈련
도 병행해 그날을 대비한다.

썰렁한 벙커원...나꼼수 열기 푹 꺼진 듯
종북좌파의 온상인 벙커원에서 지난 주말 나꼼수 일원인 주
진우와 김용민이 각각 DJ와 설교자로 나섰다. 23일 오후 8
시 ‘아닌 밤중에 주진우쇼’(상)와 24일 오전 9시 ‘벙커원예
배’(하) 석상에는 빈 자리가 없었다. 그러나 나꼼수의 인기
를 감안했을 때에 이 정도 인원 동원은 의외다. 압사 사고가
나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고는 없었다. 따라서 이
들의 인기가 식은 게 확실하다. / 사진=somi 님

 

일각에서는 “하나님 이름 팔
아 앵커 자리 올랐나”라며 비
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