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은

순방했다.

이런 일도 합니다

이 동성애자 랜디 베리 특사는
한국에 13시간 정도를 체류하는
동안, 리퍼트 주한 미 대사를 접견
하고 외교부를 공식방문 하였으며,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김승환, 임태
훈, 하리수, 정욜, 류민희 변호사
그리고 신승민 한국기독교교회협의
회(NCCK) 부총무 목사 등과 함께
오찬을 나누었다. 그리고 남성동성
애자단체인 ‘친구사이’를 공식 방문
미국대통령이 보낸 동성애 전도사 베리

해 동성애자인 김보미 서울대 총학

생회장과 각 대학 동성애자 동아리 대표들과 간담회를 끝으로 출국한
다고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과 시민들 사이에선 “군대내 동성애(항문성
교)를 합법화 하라니, 미국이 우방인지 적군인지 정말 모르겠다.” “오지
랖 넓은 오바마의 임기와 함께 동성애를 지지하는 민주당 집권이 올해
로 끝났으면 한다.”, “항문을 드러내 놓는 동성애 축제를 청소년들과 시
한국 동성애자들에게 보낸 미국 오바마 대동령 특사의 초대장

민들에게 보여주고 자신들을 혐오하지 말라니 어이가 없다.”, “오바마,
당신 나라나 잘 하세요.” 등의 불만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오바마, 한국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토록 특사 파견

글쓴 이 /

홍지연 기자 출처 / 희망한국(www.hopekorea.net) 2016.2.1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도 오찬에 참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전 세계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를 꾀하기
위해 한국에 동성애 특사를 보냈다.

< 네티즌의 소리 >

 미국은 동성애로 망할 겁니다. 우리나라까지 같이 망하자고 하는데 거절합

2015년 2월 23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초대 특별대사로 임명한

니다. 미국이나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마약에 총기에 실업에 더 이상 볼 것
없이 끝장난 나라가 에이즈 약 팔아서 살아보겠다는 심산인 듯싶은데... 우리

특사 1호를 한국에 보냈다. 이

나라 새마을운동 하듯이 지금이라도 미국은 근검절약하고 노력해서 살길바랍

랜디 베리는 특사로 임명되기 전에는 주 네덜란드 총영사를 지냈으며,

니다. 더 이상 미국은 타국가의 모범이 되기보다 수치스러운 본이 되는 자국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 뉴질랜드 총영사를 역임했다.

의 현실을 깨닫고 망조든 나라의 추태를 보이지 말아주십시오 동성애든 성소

동성애자 랜디 베리(Randy

W. Berry, 사진)

수자 등 다 결사반대입니다.

이 동성애자 랜디 베리 특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동성애와 동성결혼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이) (한국군) 군대 내 동

합법화, 특히 ‘동성애차별금지법’ 제정을 꾀하기 위해 이미 2016년 1월

성애 합법화를 추진하라 한다니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결단코 이런 일이 일

30일부터 아시아 6개국(대만,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한국, 일본)을

어나서는 안 됩니다.(*)

709277 | 16.02.13 00:11 삭제 신고 반대 0 공감 15
오바마 저거 미친거 아니야 왜들저래 아니 전염시킬께 없어 동성애 합법화를 허락하라니
참나 어이가 없네 동성애 합법화 결사반대 이올시다 !!!
똑똑똑 | 16.02.13 00:05 삭제 신고 반대 0 공감 16
인간으로 안보인다 정말이지 버락맞을 짓만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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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너나 동성애해라..다른나라 간섭말고!!
오순금 | 16.02.12 23:16 삭제 신고 반대 1 공감 19
지도자를 잘 못 뽑으면 나라가 망한다 남의 나라까지 감나라 배나라 웃끼는 인간이네 그
렇게 할일이 없으나? 동성애자 더럽다 더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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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를 미화시키면 자신들의 자식들이 나중에 동성애자가 되면 어찌하려고 이망할일들
을 왜 미친짓들을 하는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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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동성애로 망할겁니다. 우리나라까지 같이 망하자고 하는데 거절합니다. 미국이나

동성애 반대는 못할망정 함께 힘을 실어주는 못되고 악한짓들을 서슴없이하는 kncc 종교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마약에 총기에 실업에 더 이상 볼것없이 끝장난 나라가 에이즈약

계 지도자 ? 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서치않으시고 유황불비를 보내시마

팔아서 살아보겠다는 심산인듯 싶은데... 우리나라 새마을운동하듯이 지금이라도 미국은

하셨다고 전해라

근검절약하고 노력해서 살길바랍니다. 더 이상 미국은 타국가의 모범이 되기보다 수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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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운 본이 되는 자국의 현실을 깨닫고 망조든 나라의 추태를 보이지말아주십시요 동성애

NCCK 목사.... OTL 동성애 반대합니다

등 성소수자등 다 결사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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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추구하는것은 오로지 육적쾌락과 끝을 모르는 더러운 탐닉이다..이미 에이즈로

동성애는 분명한 죄입니다~ 더군다나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를 추진하라 한다니 개탄

절망적 삶을 사는 그들의 쾌락의 끝을 불보듯 훤히보면서도 돈의 힘으로 자신들을 합리

할일입니다~결단코 이런일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화한다..세계가 육적탐닉으로 곧 종말을 앞당기고있다..미국은 약팔아 손해가없다..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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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계략이다..

그대의 아버지와 즐길지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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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결사반대

인권 운운 하면서 왜 북한인권은 무시하는거죠 항문성교 .....인간이하 발언입니다

이경실 | 16.02.13 08:26 삭제 신고 반대 1 공감 5

홍미자 | 16.02.12 22:18 삭제 신고 반대 0 공감 18

이 악한 오바마 때문에 지구촌이 병들어 가고있다. 오바마 자신이 동성애자라 전세계에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특사같은건 우리 국민 다수가 원하지 않는 일이오.우리나라에 에

항문성교를 퍼뜨리고 있는 대단히 부도덕한자다. 이런 인간이 미국 대통령이라니 참으로

이즈 확산되면 미국에서 책임질거요? 국민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바르게 설정하는

인간이하 수준이다. 한국 Ncck는 이곳에 점심초대에 왜 응하는가? 기도교 망칠일 있나?

것이 국가가 할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역방향 설정을 하고 ...

절대로 막아야 한다.이 추잡한 차별 금지ㅂ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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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반대. 절대로 용납 할수 없다

동성애 ,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난 치료비도 국민세금이나 나라 빚으로 해야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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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민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럼 서로 육체로 사랑 한다고 확인 할수 잇는 방법은 섹스 인데 어디로 하노 항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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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치자 그럼 에이즈 걸리고 병균 옮기면 어캐 하지 미친 것들 섹스를 똥구녕에 하나 ?

질병으로 세상을 망가뜨리고 이후 치료제 팔아 돈벌어 먹을 사람들이다.

궁금 하다 그럼 애는 똥구녕에 나와야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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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용납 못 한다고 전하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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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놈.. 정신차려라. 비정상이 판치는세상.. 어떻게 항문섹스 외교를 하나!!. 같이 미치

동성애자 결사 반대 한다

지 맙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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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인권하는데 왜 굶어죽고 맞아죽는 북한인권은 이야기하지 않는거죠? 그리고 성소수

하 정말 동성애차별금지법 합법 되지 않기를 다 우리 세금입니다

자가 약자라고 하는데 정치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빵빵하게 받쳐주면서 차별금지법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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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치료비용 전액 국민세금지원받아 그러고도 무슨 약자인가요.. 동성애자가 무슨 벼

전세계가 기아와 전쟁종교갈등으로 할일이 태산같이 많을텐데 대통령이 이딴일로 다른나

슬같아요... 동성애 반대할수 있는건데 반대하는 사람들을 전부 호모포비아다 인권탄압자

라에 압력을 넣다니 진짜 동성애자인가 오바마?

다 몰아세우고 자기들 불리하면 차별받는다고 질질 짜고... 진짜 무서운 집단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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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들 차리시오 동성애가 왼말이요 짐승인가 사람인가
신묘순 | 16.02.12 20:04 삭제 신고 반대 1 공감 5
865972
기막힘 | 16.02.12 20:01 삭제 신고 반대 1 공감 21
어이없다 딴나라까지 와서 징그러운 것들을 인정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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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인간이 탄 비행기는 추락도 안하나?
전체 뉴스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