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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WILL SET YOU FREE
수신자 의원님 귀하
제 목 탄핵에 대한 의견 질의서

대한민국을 위한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진실은 스스로를 증명하는 힘이 있습니다. 조국사태를 지나오며 공정과 정의를 갈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마저도 좌파의 추한
민낯을 보며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을 잉태한 탄핵사태에 대해서도 돌이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3 년 전 탄핵광풍을 기억합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들을 도배했고 군중은 언론이 쏟아낸 거짓 기사들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정치권은 분노한 군중의 힘에 편승해 자신들의 야망을 추구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법률가들마저도 진실과 법치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탄핵을 지지한 법률가들은 이제 그 동일한 잣대로 현정권을 재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탄핵사태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언론과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정치인들, 대권에 야망을
가진 사람들과 일터를 장악한 노동귀족들,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사람들과 재판은 정치라는 법률가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삐뚤어진 역사관과 사회주의에 대한 막연한 환상을 가진 빗나간 정의감이 서려 있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미국에 빌붙어 세운 부정한 나라라는 자학적 역사관의 근원이며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왔고
탄핵사태로 붕괴 직전의 위기에서 탈출구를 만난 반인도범죄 집단 북한의 역할이 있습니다. 독재자의 딸은 제거해야만 하는
적폐였고 노동신문이 주문한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탄핵이 되었습니다.
탄핵사태는 역사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그 진실이 드러나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탄핵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찰은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진실 가운데 하나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좌우를
떠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진실입니다. 진실을 향한 갈망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탄핵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여쭙고 그 답변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 합니다. 의원님들의 회신여부와 회신내용은 탄핵질의서.com 을 통해 공개하겠습니다. 아래 질의에 대해 다음 주소로
회신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ruthforum.kr@gmail.com
질문 1. 탄핵의 당부당
1) 탄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부당하다.
2) 탄핵 당시에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시점에서 돌아볼 때 부당하다.
3) 탄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정당하다.
질문 2. 향후 대응 방향
1) 탄핵사태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탄핵은 부당했으나 과거의 일이고 이제 와서 문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3) 탄핵은 정당하므로 더 이상의 논의가 불필요하다.
질문 3.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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