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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정신 연습 문제: “전쟁이냐 평화냐?”하는 질문을 받으면 ..
 
<바울의 복음> “에피소드” 제공 사람이 특정 종교[단체]에 귀의(歸依)한다. 왜 & 어떻게

김연아 vs 예수 누가 더 위대한가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0&dirId=100302&docId=237528439&qb=6rmA7Jew7
JWEIOyynOyjvOq1kCDsmZw=&enc=utf8&section=kin&rank=3&search_sort=0&spq=0&pid=SFtstl
pySEhsssoZeIGssssssto-028083&sid=ZZpUzfhY8qs7ygMn/yeJRg%3D%3D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도 김연아선수의 경기를 매일 돌려보는 팬이에요
친구들도 연빠인거 다알고있어요 제가 항상 연느연느하거든요

근데 제 개독교인 친구가 자기도 김연아선수 좋아하는데 연느님이라고 하지 말라는거에요
신은 하나님 하나뿐인데 연느 치느 유느 이러는거 아니꼽다는거에요 ㅋㅋㅋ
그래서 제가 어이가없어서 나한텐 하나님따윈없고 내가 섬기는건 연느님 하나뿐이다 라고했죠 ㅋ
ㅋ
근데 계속 ~신이라던가 ~느님 붙이는거 진짜 싫다고 혐오한다고 그러더군요

제가 그랬어요 너네 종교는 너희 종교의 자유가 침해받을 땐 그렇게 지랄지랄하면서
왜 남의 종교나 신앙은 무시하냐고. 대한민국 종교의 나라가 있는 나라라고요.

그래도 편협한 사고로 얘기하더군요 ㅋㅋ
그래서 제가 펀치를 한방 날렸어요 사실 니가 그렇게 섬기는 예수가 김연아선수보다 나을게 뭐있
냐고
세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거 하나뿐인데 내가보기엔 별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니까

예수 <<<<<<<< 김연아가 위대하다고하니까 ㅋㅋ완전 얼탱이가 가더군요
말도안되는 소리하지 말라 길래 제가 사람들한테 투표해서 누가 더 위대한지 보여주겠다고했어요

여러분은 누가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댓글 1<>
예수님이죠 당연히
솔직히 전 님이 잘못햇다고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 남이 믿는종교를 무시하능거죠? 그냥 믿으면 믿는다고 내버려두시고 왜 
연느님 연느님이라고 하지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돼지 괜히 고집피우시고 왜 펀치까지 날리세요 ㅋㅋㅋㅌㅌ 그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입시다

<>댓글 2<>
개독교 그냥 무시하세요 제 생각은 신 ?? 그냥 다 개소리 입니다 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그이름 널리널리 알려져서 유일신으로만
이 존재를 하겠죠 그냥 일부 사람들이 가장 그럴싸하게 잘만든 것이 성경입니다 정말 예수가 있다면 머리카락 한올이라도 가져 
와주세요 제발 그리고 제 위에 답변하신분 인간이 신보다 못한게 뭔가요 ?? 보이지도 않고 진짜 했는지 안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업적가지고 들먹이지 마세요 신과 인간의 비교? 말도 안되죠 개뼈다구같은 신이랑 21세기를 이끌어가는 존엄한 인간을 비교합니
까? 대한민국은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를 선택할지 안할지 김연아를 신처럼 모셔서 종교를 만들겠다면 만드는 
거지 여느님한다고 간섭하는 개독인들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이름 날린 연쇄 살인마 강호순 유영
철같은 사람들 다 개독입니다 물론 일부 잘못된 사람이겠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인간과 신중에서 인간이더 뛰어날 수도 있
다는겁니다 예수 스케이트 존나못탈거에요 한번도 안타봤는대 무슨ㅋ 그런 늙어 죽어서 미생물한테 흔적조차 사라진 사람말고 차
라리 존경하고 비슷해지고 싶은 사람을 믿으세요.

p.s 기독교인들 비하한거아니고 제생각은 종교가 그렇게 위대하지않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좋은 기독교인들도 계시고 좋은 
선교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신대 기독교라는 이름을 빌려 나쁜짓을하는 종교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개독이라 칭한 것이고 저는 종교는 진
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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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가 종교를 가지게 된 이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anmesan68&logNo=220568752586
김연아의 종교는 천주교 세례명은 '스텔라' 경기장에 들어서 성호를 그으며 하는 기도는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을 거둘수 있게 해주세요" 가 아닌 >>동영상<<
"오늘도 이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
김연아는 처음부터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편파판정을 당해왔고 그

럼에도 묵묵히 제 할일 열심히하며 싸워 왔지만 2008세계선수권 당시 극심한 허리부상으로 진통제 
까지 맞아가며 퉁퉁 부은 얼굴로 잘 치룬 경기에서 또 어이없는 편파판정을 당해야만 했죠.
>>동영상<<
위의 아사다 마오는 보시다시피 빙판에서 넘어진뒤 20초 가량을 빙빙 활주하기만 했는데도 pcs60점
을 받고 김연아는 58점을 받았습니다 피겨 룰에 따르면 10초 이상 연기를 하지않으면 감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사다 마오는 그런 감점은 커녕 김연아보다 높은 점수로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동영상<<

평소 편파 판정에 대해 억울함도 불만도 내비친적 없었던 연아 하지만 저 표정을 보면 단번
에 알 수 있죠 연아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그래서 피겨 팬들은 더 분노하고 가슴 아파했죠
김연아는 편파 판정으로 동메달을 따고 이후로 편파 판정,부상,훈련 환경 등 여러가지 고민으로 피겨
를 계속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했었고 어머님의 권유로 천주교에 기대
게 된것입니다.
>>동영상<<

힘 없는 국가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종교에 의지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 
안쓰럽고 미안해지네요. 
<연관된, 다른 카페.. 자료> 

에서 편파판정으로 ... 큰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의 고통은 ... 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