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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cent hideous political scandal in south Korea reveals that south Korea’s each and every policy
has been totally controlled by a superstitious fortune-teller.
After all,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ies” of the current south Korean authorities were nothing but
preposterous ones based on a fortune-teller’s groundless presumption that the DPRK would “collapse” in
two years.
South Korea’s such reckless and irresponsible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ies” have severely
affected the issues related with peace, nuclear, inter-Korean relations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eace Issue
Ensur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vital issue that relates to the destiny of both the peninsula
and the region.
There were many opportunities in recent years for the north and the south to bring a breakthrough in
ensuring peace. August 2015 north-south Agreement which pacified the danger of war in the peninsula
offered a good opportunity to promote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peace. If the atmosphere were made
best use of, the north and the south together could surely have had the situation under control and ease
tension. However, on 27 August, right after the Agreement, the south Korean military span out reckless
remarks on “decapitation raid” against the DPRK supreme leadership. They even dared to carry out joint
military exercises applying the “decapitation raid” and “precision strike” drills this year. This triggered a
strong response from the DPRK and again resulted in an escalation of tension that could have led to a war.
There was another chance this year for the north and the south to concert efforts for peace. In May this
year, following the reunification line set forth at the 7th Congress of the WPK, the DPRK military proposed
to the south to hold talks to seek solutions to ease tension on the peninsula. However,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refused to accept the proposal questioning “sincerity” of the DRPK and insisted on “no dialogue
but pressure and sanction.”
The recent scandal of south Korea proves that such craziness for confronta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urrent south Korean ruler’s way of dealing with security issues. Void of sinceri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s destiny and the regional peace, she handled the security issues following the
prophecies of an immature superstitious fortune-teller.
At the beginning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dismissed the rumor about discussions with the US on
deployment of THAAD. Later they decided to deploy THAAD with little consideration that it would place
the peninsula deep into a nuclear war among the regional powers. This is another act that followed the
“divine message” with a belief that the US protection means everything. By the help of the immature
fortune-teller, the US earned astronomical amount of dollars by selling its artillery to south Korea.
Meanwhile Park Geun Hye also did not forget to get a backstage promise from the US that it would sponsor
“Saenuri party”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in return for south Korea’s agreement to THAAD
deployment. This fueled anger of the people against the regime in south Korea. Now, with the outbreak of
the scandal that revealed Park Geun Hye’s mental deficiency and immorality, the US, worried that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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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s promise of THAAD deployment would be reduced to scrapes of paper, is anxious to speed up the
deployment.
At the beginning of her office, Park seemed stout and firm against any compromise with Japan on the
sex slavery issue. But not long after, she changed her mind and concluded a sudden agreement with Japan.
This is a sad result of her arbitrariness, obstinacy and caprice that run counter to popular sentiments. Some
days ago, Park rushed the conclusion of south Korea-Japan agreement on protection of military information
paying no attention to peace of the peninsula and the region. This is another criminal act that leaves the
security of south Korea in the hands of the US and Japan.
History records quite a number of wars that started from an accidental incident or a silly act. Had the
DPRK not strengthened its war deterrent in every way, there is no guarantee that a disastrous war would
not break out on the Korean peninsula by a fortune-teller’s dictation. Today’s security context resulting
from south Korea’s irresponsible and preposterous management of state affairs only proves what an
important role the DPRK’s war deterrent plays in preventing war and ensuring peace on the peninsula.
Nuclear Issue
The nuclear issue which was originated by the US, would not have been deteriorated to the current
level and the Korean peninsula would not have fallen under the threat of nuclear war if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had maintained an independent stand.
It is quite ironical that during Park’s term of office the US has brought in more of its strategic
nuclear assets in and around the peninsula and carried out more ferociously nuclear war exercises whereas
Park became even more offensive in pursuing her ambition of “system unification” backed by the US
nuclear umbrella.
In January 2015, the DPRK advanced a proposal of suspension of joint military exercises for a
moratorium of nuclear test. However, at that time,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were more perverse than
the US in refusing the DPRK’s reasonable proposal. They became more frantic in nuclear war maneuvers
going as far as to recklessly speaking loud about “preemptive strike on the north”, “advancement into
Pyongyang” and “decapitation raid against the DPRK supreme headquarters.”
When the DPRK carried out its first H-bomb test to cope with the evermore intensifying nuclear
threat of the US, Park raved herself hoarse on sanctions against the DPRK and never even hesitated to
shut down the Kaesong industrial zone. As the facts of the current political scandal continue to come to
light, there are evidences that show the shutdown of the Kaesong industrial zone was also ordered by the
fortune-teller.
It is now obvious to everyone that Park had obediently followed the fortune-teller’s orders and
behaved rashly to stifle the DPRK with the help of foreign forces. It is clear why she stubbornly refused
to admit the root and essence of the nuclear issue despite the DPRK’s repeated clear-cut explanations. It is
perfectly possible that, with such superstitious mentality, Park cannot see how the DPRK tightened its belt,
on what kind of determination it has strengthened its nuclear deterrent and what a strategic position the
DPRK holds now.
I stress once again that if it were not for the patience, magnanimity and strong nuclear deterrent of
the DPRK, the Korean peninsula would have long ago been engulfed in the nuclear war swirl and the
Korean nation would have fallen into a nuclear disaster.
Reunification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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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PRK invariably maintains the reunification line of national independence, great national unity,
guarantee of peace and realizing reunification through federation.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north-south agreement on the three principles for national reunification and the adoption of the 6.15 Joint
Declaration and the 10.4 Declaration, the DPRK’s reunification principles and proposals have never
changed. The principles and proposals have been consistent regardless of change in situation and in the
surrounding structure.
On the contrary, there came different “unification policies” in south Korea with every change of
regime.
The caprice was even more frequent during Park Geun Hye’s term. At the initial period of office, she
fussed about “unification diplomacy” through the so-called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and
“trustpolitik.” But not long after, she overturned all of these into “pressure diplomacy” insisting that “it is
not the time for north-south dialogue, but pressure is the only way to settle the issues.” These policies are
neither based on confidence of success nor any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national desire for
reunification. These are nothing but mean and foolish policies dictated by the caprice of a fortune-teller.
Recently the south Korean media made public that the “Dresden declaration” that Park had loudly
announced in Germany and the mysterious phrase of “unification bonanza” that Park used for the first
time were also invented by the superstitious fortune-teller.
In the late 19th century, Queen Myongsong had relied on a superstitious woman Jinryonggun, a spy
for Japan, with regards to state affairs but met a tragic end. Today’s Park is just following the Queen’s
footsteps. Still the Queen is sympathized by the posterity for she was murdered by Japanese invaders. But
Park is denounced and cursed by her own compatriots
The candlelights fiercely burning in south Korea are not only manifestation of condemnation and
resentment on Park’s corruption but also strict punishment on her “unification and security policies”
which have put the Korean peninsula deep into the swirls of nuclear war and thus causing a holocaust of
the nation.
Dealing with outcast Park would only mean joining in the dance to the song of superstition that only
brings shame and dishonor.
If one cares for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he or she should see
squarely see the DPRK’s strategic position and today’s reality. Policies should be designed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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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남조선위기와 조선반도문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최은주연구사의 소론문, 2016년 11월28일)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이 터지면서 남조선의 모든 정책들이 일개
미신쟁이 선무당에 의해 완전히 좌우지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현 남조선당국의 《통일안보정책》들도 결국은 2년내로 공화국이 《붕괴》된다고 한 일
개 선무당의 《예언》에 기초한 황당무계한것들이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무책임하고 허황한 《통일안보정책》들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핵문제, 북남관계와 통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였다.
평화보장문제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반도뿐아니라 지역의 운명과도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에 들어와 북남사이에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수 있는 기회들은
얼마든지 있었다. 2015년 8월 북남합의채택으로 조선반도에 몰려왔던 전쟁위기가 평정된것은
북남사이에 평화보장을 위해 협력을 계속해나갈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되였다. 그때 이 분위기
를 잘 살려나갔더라면 북과 남은 얼마든지 힘을 합쳐 정세를 관리하여 긴장을 완화할수 있었
다. 그러나 8월합의직후인 8월 27일 남조선군부에서는 우리 최고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을 진행할데 대한 망발이 튀여나왔다. 실지로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은 올해 합동군사연
습들에서 《참수작전》, 《정밀타격》을 적용한 실전연습들을 진행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강
한 대응을 불러일으켜 또다시 전쟁전야의 정세격화를 불러왔다.
올해에도 북남이 힘을 합쳐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올
해 5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로선을 관철하기 위해 우리 군대
는 북남군사당국회담을 열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할데 대한 제안을 남측에 보냈다. 그
러나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진정성》을 운운하면서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 압박과 제
재만 가해야 한다》는 대결망발로 대답해나섰다.
최근 남조선에서 일어난 사태는 이러한 대결광기가 현 남조선집권자가 민족의 운명과 조
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보장하려는 그 어떤 진정성이나 책임감이란 전혀 없이 오직 미신쟁
이 선무당의 추동질에 따라 안보문제를 다루어온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싸드》배비문제를 놓고 처음에는 미국과 그 어떤 론의도 하지 않았다고 딱
잡아떼다가 후에는 갑자기 그 배비를 결정한것도 《싸드》배비가 조선반도를 대국들의 핵전쟁
속으로 밀어넣게 된다는 고려는 전혀 없이 무작정 미국의 보호속에만 들어가면 된다는 선무
당의 《계시》를 받고 한 행동이다. 미국은 이러한 선무당의 덕으로 남조선에 대한 무기판매로
만도 천문학적인 금액의 리득을 보았으며 남조선집권자는 또 그대로 현 미집권자들로부터
2017년 남조선《대통령선거》시 미국이 《새누리 당》을 밀어주겠다는 밀약을 받아냈다는 사
실이 드러나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지금에 와서는 미국조차 희세의 저능아,
패륜아인 박근혜의 정체가 드러나는 통에 《싸드》배비를 비롯하여 그들과 한 약속이 무산될
가봐 떨면서 어떻게 하나 빠른 시일내에 배비하려고 초조감을 드러내놓고있다.
집권초기에는 일본군성노예문제에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것처럼 하다가 후에는 급변하
여 그를 전격적으로 타결한것도 정책에서 일관성이 없고 민심을 등진 박근혜의 독단과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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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덕을 보여준다. 얼마전 박근혜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강행한것도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보장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과 일본에 남조선의 안보를 통채로 맡긴 또 하나의 죄
악이다.
력사는 우연한 사건이나 어처구니없는 행위에 의해 전쟁이 발발된 사실들을 수많이 기
록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이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오지 않았더라면 일개 점쟁이에
의해 조선반도에서도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담보는 없다. 남조선당국의 무
책임하고 황당무계한 미신《정사》로 초래된 오늘의 안보현실은 우리 공화국의 군력강화가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가를 반증해
주고있다.
핵문제
미국에 의해 산생된 조선반도핵문제도 남조선당국이 민족자주의 립장에 섰더라면 오늘
의 형세로까지 가지 않았을것이며 조선반도가 지금과 같은 핵전쟁위험속에 빠져들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의 집권기간 미국이 자기의 아태중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과 그 주변에
핵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고 핵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렸다면 박근혜는 미국
의 핵에 의거한 《제도통일》야망을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2015년 1월 공화국은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핵시험림시중지》제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당시 남조선당국은 미국보다 더 기승을 부리며 우리의 합리적인 제안을 반대해나섰으며 미
국에 추종하여 《북선제타격》과 《평양진격작전》, 《북수뇌부타격》과 같은 호전적인 망발
을 마구 줴쳐대면서 핵전쟁소동에 광분하였다.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대응하여 올해초 우리가 첫 수소탄시험을 단행하자 박근혜는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목이 쉬도록 줴치면서 개성공업지구를 전면페쇄시키는 대결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에 특대형추문사건의 진상이 계속 드러나는속에 개성공업지구페쇄도 역
시 선무당의 지령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이 밝혀졌다.
박근혜가 선무당이 짜준 각본에 따라 외세의 힘을 빌어 공화국을 압살해보려고 갖은 망
동을 다 부렸다는것이 천하에 드러난 지금 그가 왜 우리의 거듭되는 명명백백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조선반도핵문제의 근원과 본질을 한사코 외면하였는가 하는것이 명백해졌
다. 또 우리가 어떻게 허리띠를 조이고 어떤 각오로 핵억제력을 강화해왔으며 현재 어떤 전
략적지위에 올랐는가에 대해 전혀 보지 못하는것도 미신에 운명을 건 박근혜의 정신상태로
서는 십분 가능한 일이다.
다시금 강조하건대 공화국의 인내성과 아량있는 노력, 강력한 핵억제력이 아니였더라면
조선반도는 이미 열백번이나 더 핵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었을것이며 우리 민족은 헤
여나올수 없는 핵참화속에 빠져들었을것이다.
통일문제
공화국은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련방제실현으로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
는것을 일관한 통일로선으로 내세우고있다. 1972년 북과 남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조
국통일3대원칙을 합의한때부터, 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발표후 지금까지 공화국의 통일
원칙과 방안은 변하지 않았으며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일관하게
견지되여왔다.
그러나 남조선에서는 집권자가 바뀔 때마다 《통일방안》도 계속 바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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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박근혜의 집권시기 그 변덕이 매우 심하다. 그는 집권초기 그 무슨《평화협력구상》
이니, 《신뢰프로세스》니 하면서 《통일외교》를 떠들었지만 얼마 못가서 그 모든것을 뒤집
어엎고 《지금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라 압박만이 유일한 방도》라고 하면서 전면적인 《압박
외교》에 매여달리였다. 이는 통일을 갈망하는 민족의 숙원에 대한 자각이나 그 어떤 승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갖 미신쟁이 선무당의 변덕에 따른 저렬하고 비렬한 망동에 불과하다.
박근혜가 도이췰란드에까지 찾아가 요란하게 광고한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도, 이때
연설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통일대박》이라는 해괴한 낱말도 다 아무런 공직도 없는 미신쟁
이 선무당이 고안해낸것이라는 사실이 최근 남조선언론을 통해 다시금 밝혀졌다.
19세기말 조선봉건왕조때 명성황후는 일본의 간첩질을 한 진령군이라는 일개 무당을
끼고돌면서 그로부터 정사에 대한 충고를 받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명을 마치였다. 오늘의
박근혜가 꼭 그 명성황후의 전철을 밟고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일본침략자들의 칼에 맞아
죽은것으로 하여 그래도 동족들과 후대들의 동정이라도 샀지만 박근혜는 자기 동포들로부터
규탄과 저주를 받고있다.
남조선에서 타오르고있는 초불은 박근혜의 부정부패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저주와 울
분이며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불도가니에 밀어넣어 민족을 멸살시키
려는 그의 《통일안보정책》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다.
인민의 버림을 받은 박근혜와 상종했댔자 곧 미신의 장단에 함께 춤을 추는것으로 되며
얻을것이란 수치와 오명일뿐이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관심이 있는 나라이라면 이제라도 우리의 전략적지위
와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다.
Source: by email from DPRK embassy, Jakarta, 3 December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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