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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Urged to Honestly Apologize to Mankind for Its Evil Doing before
Groundlessly Pulling up Others
Pyongyang, December 21 (KCNA) -- The Policy Department of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of the DPRK issued the following statement Sunday:
Strange thing that happened in the heart of the U.S., the ill-famed cesspool of
injustice, is now afloat in the world as shocking news.
Th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the biggest movie producer in the U.S., which
produced the undesirable reactionary film "The Interview" daring hurt the dignity of the
supreme leadership of the DPRK and agitating even terrorism and had a plan to
distribute it, was exposed to surprisingly sophisticated, destructive and threatening cyber
warfare and has been thrown into a bottomless quagmire after suffering property losses
worth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The public in the U.S. is now describing this case as "disgrace suffered by Sony
Pictures Entertainment," "very sorry thing caused by the U.S.," "Sony Pictures
Entertainment showing a white flag before hackers" and the "unprecedented disaster
suffered by the U.S."
Those who meted out a stern punishment of justice were reported to be cyber
experts styling themselves "guardians of peace".
Seized with terrible horror and threat in face of their merciless hacking attack in
retaliation against unjust actions, many movie and drama distributors in North America
including 41 states of the U.S. and Canada immediately canceled the screening of the
reactionary movie. And it was reported that th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which
directly sponsored its production and distribution hastily issued a statement on Dec. 25
that it would suspend the screening of the undesirable movie which had been planned in
63 countries.
The NDC of the DPRK highly estimates the righteous action taken by the "guardians
of peace," though it is not aware of their residence.
It, at the same time, considers as fortunate the step taken by th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to give up the overall distribution of the above-said movie due to the
decision and strong pressure of the movie and drama distributors for stopping the

screening of the reactionary movie, though belatedly.
This is an official stand of the army and the people of the DPRK on what happened
in the heart of the U.S.
This stand is taken by the DPRK because the movie "The Interview" is an
undesirable and reactionary one justifying and inciting terrorism which should not be
allowed in any country and any region.
Another reason is that the movie is run through with a story agitating a vicious and
dastardly method of assassinating a head of a legitimate sovereign state.
No wonder, even political and social circles of the U.S. commented that it is quite
wrong to defame the head of the state for the mere reason that his politics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U.S. and it is in the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latter and, therefore, th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got into a serious trouble and paid a due price.
For these reasons, the DPRK is more highly praising the "guardians of peace" for
their righteous deed which prevented in advance the evil cycle of retaliation-- terrorism
sparks terrorism.
It is quite natural that the movie and drama producers should refrain from
undesirable deeds contrary to the noble mission to lead morality and civilization.
But what matters is that the U.S. and its followers are groundlessly trumpeting that
the recent cyber attack was made by the DPRK.
The FBI issued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into the hack at th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on December 19.
According to them, it suffered tremendous losses.
One may say this is the due price incurred by wrong deed, the evil act of hurting
others.
The U.S. released a statement asserting that this loss was caused by the DPRK.
No matter how big and disgraceful the loss may be, the U.S. should not pull up
others for no reason.
The FBI present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echnical analysis of hacking program
used by the "guardians of peace" for this attack, citing it as the ground that the serious
hacking was caused by the DPRK.
The report says the malignant code had access to north Korea's IP already known
several times and the hacking methods applied in the "March 20 hacking case" and during
cyber warfare against media and various other computer networks in south Korea in

recent years are similar to that applied against th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this time,
being another ground that "this was done by the north".
The report, in particular, adds that the malignant code and algorithm applied during
the attack are similar to what was used during the hacking attack on south Korea, citing it
as a proof.
Not satisfied with those groundless "evidence", the FBI is letting loose ambiguous
remarks that it is hard to fully prove due to the "protection of sensitive information
sources."
This means self-acknowledgement that the "assertion about the north's deed" came
from an intentional allegation rather than scientific evidence.
It is a common sense that the method of cyber warfare is almost similar worldwide.
Different sorts of hacking programs and codes are used in cyberspace.
If somebody used U.S.-made hacking programs and codes and applied their
instruction or encoding method, perhaps, the "wise" FBI, too, could not but admit that it
would be hard to decisively assert that the attack was done by the U.S.
Moreover, the DPRK has never attempted nor made a "cyber-attack" on south Korea.
The rumor about "cyber-attack" by the DPRK was a concoction made by the south
Korean puppet regime and its plot.
After all, the grounds cited by the FBI in its announcement were all based on
obscure sci-tech data and false story and, accordingly, the announcement itself is another
fabrication. This is the DPRK's stand on the U.S. gangster-like behavior against it.
What is grave is that U.S. President Obama is recklessly making the rumor about
"DPRK's cyber-attack on Sony Pictures" a fait accompli while crying out for symmetric
counteraction, strict calculation and additionally retaliatory sanctions.
This is like beating air after being hit hard. A saying goes every sin brings its
punishment with it. It is best for the guilty to repent of its evil doings and draw a lesson
when forced to pay dearly for them.
The DPRK has clear evidence that the U.S. administration was deeply involved in
the making of such dishonest reactionary movie.
It is said that the movie was conceived and produc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f
the U.S. authorities who contended that such movies hurting the dignity of the DPRK
supreme leadership and inciting terrorism against it would be used in an effective way as
"propaganda against north Korea".

The U.S. Department of State's special human rights envoy went the lengths of
urging the movie makers to keep all scenes insulting the dignity of the DPRK supreme
leadership in the movie, saying it is needed to "vex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facts glaringly show that the U.S. is the chief culprit of terrorism as it has loudly
called for combating terrorism everywhere in the world but schemed behind the scene to
produce and distribute movies inciting it in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It is not exaggeration to say in the light of the prevailing situation that the U.S.
administration and President Obama looking after the overall state affairs of the U.S. have
been behind the case.
Can he really cover up the crimes he has committed by trying so hard to falsify the
truth and turn white to black.
So we watched with unusual attention what had been done by the "guardians of
peace" to avert terrorism and defend justice.
Yet, we do not know who or where they are but we can surely say that they are
supporters and sympathizers with the DPRK.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who aspire after justice and truth and value
conscience have hundreds of millions of supporters and sympathizers, known or
unknown, who have turned out in the sacred war against terrorism and the U.S.
imperialists, the chieftain of aggression, to accomplish the just cause.
Obama personally declared in public the "symmetric counteraction", a disgraceful
behavior.
There is no need to guess what kind of thing the "symmetric counteraction" is like
but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will never be browbeaten by such a thing.
The DPRK has already launched the toughest counteraction. Nothing is more
serious miscalculation than guessing that just a single movie production company is the
target of this counteraction. Our target is all the citadels of the U.S. imperialists who
earned the bitterest grudge of all Koreans.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are fully ready to stand in confrontation with the
U.S. in all war spaces including cyber warfare space to blow up those citadels.
Our toughest counteraction will be boldly taken against the White House, the
Pentagon and the whole U.S. mainland, the cesspool of terrorism, by far surpassing the
"symmetric counteraction" declared by Obama.
This is the invariable toughest stand of the army and people of the DPRK.

Fighters for justice including "guardians of peace" who turned out in the sacred drive
for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the U.S. to defend human justice and conscience and
to dismember the U.S. imperialists, the root cause of all sorts of evils and kingpin of
injustice, are sharpening bayonets not only in the U.S. mainland but in all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just struggle to be waged by them across the world will bring achievements
thousands of times greater than the hacking attack on the Sony Pictures Entertainment.
It is the truth and inevitability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that justice prevails over
injustice.
Whoever challenges justice by toeing the line of the biggest criminal U.S. will never
be able to escape merciless punishment as it is the target of the sacred drive for
cooperation in the fight against the U.S.
The U.S. should reflect on its evil doings that put itself in such a trouble, apologize
to the Koreans and other people of the world and should not dare pull up others. -0미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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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앞에

심각히 사죄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최근 부정의의 소굴로 악명높은 미국의 한복판에서 일어난 희한한 소식이
온 세계에 일파만파로 전해지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감히 헐뜯으며 테로까지 선동하는 불순반동영화 《더
인터뷰 》 를 제작하여 파급하려던 미국의 최대영화제작보급사인 《 쏘니
픽쳐스 》 가 놀랄만큼 정교하고 파괴적이며 위압적인 싸이버전에 직면하여
억대의 자산, 자금피해를 당하고 헤여날수 없는 처참한 궁지에 빠지게
되였다고 한다.
지금 미국안에서도 벌어진 사태를 놓고 《〈쏘니 픽쳐스〉가 당한 수치》,
《 미국이 불러온 슬프기 그지없는 일 》 , 《 해커들앞에 백기를 든 〈 쏘니
픽쳐스〉
》,《미합중국이 당한 초유의 참상》이라고 떠들고있다.
정의의 호된 징벌을 안긴 주인공들은 《 평화의 수호자들 》 이라고
자칭하는 싸이버전문가들이라고 한다.
부정의의 행위에 대한 이들의 무자비한 해킹공격에 커다란 공포와

위협을 느낀 미국의 41 개 주와 카나다를 비롯한 북아메리카의 많은 영화,
연극보급체들이 이 반동영화상영을 즉시 취소하였으며 영화제작과 파급을
직접 주도한 《쏘니 픽쳐스》는 12 월 25 일 세계 63 개 나라에서 계획하였던
불순영화상영을 중지하겠다는 성명을 서둘러 발표하였다고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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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도

거처지도

알수

없지만 이들 《평화의 수호자들》이 단행한 의로운 행동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비록

영화,연극보급체들의

때늦게나마
결단과

거센

반동영화상영을
압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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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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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순영화의

전면파급을 포기한 《 쏘니 픽쳐스 》 의 조치에 대하여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것이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공식립장이다.
우리의 이러한 립장은 영화 《 더 인터뷰 》 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지역에서도

허용되여서는

안될

테로를

정당화하고

부추기는

불순한

반동영화이기때문이다.
영화의 내용 또한 당당한 주권국가의 원수를 시해하는 악랄하고 비렬한
수법을 선동하는것으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오죽하면 미국정계, 사회계에서까지 《 아무리 미국의 정치와 다르다
하여도 그리고 아무리 적대관계에 있다고 하여도 그 나라의 국가원수를
모독하는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 》 이며 따라서 《 처참한 봉변과 응당한
대가를 치른것》이라고 평하고있겠는가.
더우기 《 평화의 수호자들 》 의 행동이 테로가 테로를 낳는 보복의
악순환을 사전에 막아나선 정의로운 행동이기에 우리는 그에 대해 더더욱
높이 평가하는것이다.
도의와 문명을 선도해야 할 영화, 연극업체들이 본연의 숭고한 사명과
배치되는 불순한짓에 발을 잠그지 않는것은 백번 지당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로 되는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이번 싸이버전이 마치
우리의 《소행》인듯이 터무니없는 모략나발을 불어대고있는것이다.
미련방수사국은 12 월 19 일 《 쏘니 픽쳐스 》 해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상황이 엄청나게 처참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부정한 행위, 남을 해치는 악행이 불러온 응당한 대가라고 말해야

할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대가가 마치 우리에 의하여 빚어졌다는 식의 그 무슨
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아무리

당한

피해가

처참하고

수치스럽다고

하여도

함부로

남을

의하여

초래되였다는

걸고드는 못된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미련방수사국은

참혹한

사태가

우리에

근거로 《 평화의 수호자들 》 이 이번 공격에 리용한 해킹프로그람에 대한
기술적분석결과라는것을 들고나오고있다.
그에

따르면

악성코드가

접속하였다는것이

이미

알려진

드러났다는것이다.

북조선의

그리고

IP

최근년간

와

여러번

남조선에서

발생하였던《3.20 해킹사건》과 언론매체를 비롯한 여러 대상 전산망들에 대한
싸이버전때 적용한 해킹수법이 이번 《쏘니 픽쳐스》에 대한 해킹공격수법과
류사한것도 《북소행》으로 단정할수 있는 근거라는것이다.
특히

이번

공격에

리용된

악성코드와

알고리듬이

남조선에

대한

해킹공격때 리용한것과 비슷하다는것도 그 증거라고 덧붙였다.
미련방수사국은 근거같지 않은 《근거》를 내대면서 저들로서도 그것이
어딘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여겼던지 《 민감한 정보원천보호 》 때문에 더
충분히 립증할수 없다는 애매한 소리도 늘어놓고있다.
《 북소행설 》 이 과학적증거보다도 인위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것을
스스로 자인한셈이다.
싸이버전수법은 세계적으로 거의나 비슷하다는것이 하나의 상식이다.
싸이버전공간에서는

각양각색의

해킹프로그람과

해킹코드가

류행되고있다.
만일 그 누구가 미국의 해킹프로그람과 해킹코드를 리용하고 그에 따른
명령어나

암호화수법을

적용하였다면

해킹공격을

미국이

단행했다고

단정할수 없다는데 대하여서는 아마 현명하다는 미련방수사국도 인정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더우기 우리는 언제 한번 동족인 남조선을 향해 《해킹공격》이라는것을
시도해본적도

없으며

단행한적은

더욱

없다.

우리가

단행하였다는

《해킹공격》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남조선괴뢰들이 날조해낸 요설이고
모략이였다.
결국

미련방수사국이

발표한

모든

근거라는것이

분명치

못한

과학기술적자료와 꾸며낸 요설에 바탕을 두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며
따라서

미련방수사국의

성명

그자체가

또

하나의

새로운

날조품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걸고든 미국의 날강도적인 처사에 대한 우리의 견해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대통령 오바마까지 직접 나서서 《 쏘니 픽쳐스 》
사건의 《북소행》설을 기정사실화하고 《비례성대응》과 《단단한 계산》,
《추가적인 보복제재》의 악청을 내지르며 멋없이 놀아대고있는것이다.
누구한테 얻어맞고 하늘에 대고 주먹질하는 격이다.
죄지은 자는 소리를 지를것이 아니라 공손히 벌을 받아야 한다.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치르었으면 마땅히 깊이 반성해보고 교훈을
찾는것이 상책이다.
우리는 이번 불순한 반동영화제작에 미행정부가 깊숙이 관여하였다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있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직접 헐뜯고 테로를 부추기는 영화가 《 북조선을
반대하는 선전용으로 유용하게 활용될것 》 이라고 떠벌인 미당국자들의
《지침》에 따라 이 영화가 착안되고 제작되였다고 한다.
지어 미국무성 《 인권특사 》 라는 자는 영화제작자들에게 북조선정부를
괴롭혀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최고존엄모독장면들을 그대로 다 살리라고
떠벌이기까지 하였다.
세계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테로를

막는다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뒤에서는 테로를 부추기는 영화를 만들고 그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
파급시키려고 획책하고있는 테로조작의 주범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나타난 현실은 이번 사건의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행정부이고 미국의
정사를 총괄하는 오바마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오바마가 감히 이 밝은 세상에서 정의를 거스르고 허위를
진실로 둔갑시켜보려고 발광한다고 하여 저지른 악행이 은페될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테로를 막고 정의를 고수하기 위한 《평화의 수호자들》
의 소행을 남다른 마음으로 미덥게 지켜보았던것이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성원들인지 모르고있다.
다만 그들이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인것만은 분명하게 단정하고싶다.
정의와 진리를 지향하고 량심을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이들처럼 정당한 위업성취를 위해 알게 모르게 침략의 원흉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반미반테로성전에 떨쳐나선 유명무명의 수천, 수억만의 지지자,
동정자들이 있다.
오바마가 직접 나서서 우리에게 《비례성대응》을 선언한것은 볼성사나운
하나의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오바마의 그 무슨 《비례성대응》이 어떤것인지 가늠할 필요도 없지만
그에 놀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미증유의 초강경대응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다. 이 대응전의
대상이 일개 영화제작보급사따위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것이다. 우리의 과녁은 우리 민족모두에게 천추만대를 두고 씻을수 없는
한을 남긴 미제국주의의 모든 아성이다.
그

아성들을

짓부시기

위하여

싸이버전공간을

포함한

모든

전쟁공간에서 미국과 대결할 만단의 준비를 다 갖춘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우리의 초강경대응전은 오바마가 선포한 《 비례성대응 》 을 초월하여
백악관과

펜타곤,

테로의

본거지인

미국본토전체를

겨냥하여

과감히

벌어지게 될것이다.
이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강경립장이다.
지금

미국본토와

세계각지에서는

인류의

정의와

량심을

수호하고

만가지 악의 근원이며 부정의의 원흉인 미국의 각을 뜨기 위한 반미공조,
반미성전에 떨쳐나선 《평화의 수호자들》과 같은 정의의 투사들이 예리한
총검을 벼리고있다.
세계적규모에서 이들이 벌리게 될 정의의 투쟁은 《쏘니 픽쳐스》에 대한
해킹공격이상의 몇백몇천배에 달하는 전과를 올리게 될것이다.
정의가 부정의를 타승하는것은 력사발전의 진리이며 필연이다.
그가 누구든 죄많은 날강도 미국에 편승하여 정의에 도전해나선다면
반미공조,

반미성전의

타격대상이

되여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미국은 처참한 봉변을 자초한 악행부터 스스로 돌이켜보고 우리 인민과
세계인류앞에 사죄하여야 하며 더이상 함부로 남을 걸고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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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国防委員会政策局が米国はむやみに他国に言い掛かりをつける前に
犯した悪行について人類の前で深刻に謝罪すべきだと強調
平壌１２月２１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国防委員会政策局は２１日、次のよう
な声明を発表した。
最近、不正義の巣窟として悪名高い米国発の変わったニュースが、全世界
に千波万波のように伝わっている。
われわれの最高の尊厳をあえて謗り、テロまで扇動する不純反動映画「ザ・
インタビュー」を制作して波及させようとしていた米国の最大映画制作普及社
である「ソニー・ピクチャーズエンタテインメント（ＳＰＥ）」が驚くほど精巧
かつ破壊的で、威圧的なサイバー攻撃に直面して億代の資産、資金被害を受け、
抜き差しならぬ凄惨な窮地に陥ることになったという。
今、米国内でもこの事態を巡って「『ＳＰＥ』がかいた恥」「米国が招いた
とても悲しい事件」
「ハッカーらに白旗を上げた『ＳＰＥ』」
「アメリカ合衆国が
なめた初めての惨状」と騒ぎ立てている。
正義のこっぴどい懲罰を与えた主人公らは、
「平和の守護者」と名乗るサイ
バー専門家と言われる。
不正義の行為に対する彼らの無慈悲なハッキング攻撃に大きな恐怖と脅威
を覚えた米国の４１州とカナダをはじめ、北米の多くの映画、演劇普及社がこ
の反動映画の上映を直ちに取り消し、映画の制作と波及を直接主導した「ＳＰ
Ｅ」は１２月２５日、世界の６３カ国で計画していた不純映画の上映を中止す
るという声明を急いで発表したという。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国防委員会は、たとえ住所も居所も分からないが、
これら「平和の守護者」が断行した正義の行動を高く評価する。
また、たとえ遅まきながら反動映画の上映を中止することにした映画、演
劇普及社の決断と、強力な圧力によってやむを得ず不純映画の全面波及を諦め
た「ＳＰＥ」の措置に対しても幸いに思う。
これが、米国で起きた今回の事件に対するわが軍隊と人民の公式立場であ
る。
われわれのこのような立場は、映画「ザ・インタビュー」がどの国、どの
地域でも許されてはいけないテロを正当化し、あおり立てる不純な反動映画で
あるからだ。

映画の内容もまた、堂々たる主権国家の元首を殺害する悪らつで卑劣な手
法を扇動することで一貫されているからだ。
いかほどであれば、米政界、社会界でまで「いくら米国の政治と異なると
しても、そしていくら敵対関係にあるとしても、その国の国家元首を冒とくす
るのはたいへん間違った行為」であり、したがって「凄惨なひどい目にあい、
当然な代価を払った」と評しているだろうか。
特に、
「平和の守護者」の行動がテロがテロを産む報復の悪循環を事前に防
いだ正義の行動であるので、われわれはそれに対してよりいっそう高く評価す
るのである。
道義と文明を先導すべき映画、演劇企業が本来の崇高な使命に背馳（ち）
する不純なことに足を入れないのは、至極もっともなことである。
しかし、問題になるのは米国とその追随勢力が今回のサイバー攻撃がまる
で、われわれの「所業」であるかのように途方もない謀略ラッパを吹いている
ことである。
米連邦捜査局（ＦＢＩ）は１２月１９日、
「ＳＰＥ」ハッキング事件に対す
る捜査結果というものを発表した。
それによると、被害状況がはなはだしく凄惨であることが分かる。
不正行為、他国を害する悪行が招いた当然な代価と言うべきであろう。
米国は、このような代価があたかも、われわれによって生じたかのように
いわゆる声明というものを発表した。
いくら受けた被害が凄惨で恥ずべきものだとしても、むやみに他国に言い
掛かりをつける意地悪なことをしてはいけない。
今、ＦＢＩは残酷な事態がわれわれによって招かれたという根拠として「平
和の守護者」が今回の攻撃に利用したハッキングプログラムに対する技術的分
析結果というものを持ち出している。
それによると、悪性コードがすでに知られている北朝鮮のＩＰと何度も接
続し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近年間、南朝
鮮で発生した「３・２０ハッキング事件」とメディアをはじめ複数の対象の電
算網に対するサイバー攻撃の際に適用したハッキング手口が今回の「ＳＰＥ」
に対するハッキング攻撃手口と類似しているのも「北の所業」と断定できる根
拠だということである。
特に、今回の攻撃に利用された悪性コードやアルゴリズムが南朝鮮に対す

るハッキング攻撃の際に利用したものと似ているということも、その証拠だと
付け加えた。
ＦＢＩは、根拠のようでない「根拠」を持ち出して、自分らとしてもそれ
がどこか不十分で不足だと思ったのか、
「敏感な情報源の保護」のため、より十
分に立証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あいまいなことも並べ立てている。
「北の所業説」が科学的証拠よりも、人為的な主張にすぎないということ
を自ら認めたわけである。
サイバー攻撃の手口は、世界的にほとんど似ているということが一つの常
識である。
サイバー戦のテコとしては、多種多様のハッキングプログラムとハッキン
グコードが流行している。
もし、誰かが米国のハッキングプログラムとハッキングコードを利用し、
それによるインストラクションやエンコードの手口を適用したならば、ハッキ
ング攻撃を米国が断行したと断定できないということについてはおそらく賢明
であるというＦＢＩも認めざるを得ないであろう。
特に、われわれは一度も同族である南朝鮮に対して「ハッキング攻撃」と
いうものを試みたこともなく、なおさら断行したことはない。われわれが断行
したという「ハッキング攻撃」について言えば、それは南朝鮮のかいらいがね
つ造したたわごとであり、謀略であった。
結局、ＦＢＩが発表したすべての根拠というものが、はっきりしない科学
技術的データとでっち上げたたわごとに基づいているということをありのまま
示しており、したがってＦＢＩの声明そのものがもう一つの新しいねつ造品に
すぎ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
これが、われわれに言い掛かりをつけた米国の白昼強盗さながらの行為に
対するわれわれの見解である。
問題の深刻さは、米大統領オバマまで直接前面に出て「ＳＰＥ」事件の「北
の所業」説を既定事実化し、
「相応の対応」や「こってりと計算」、
「追加的な報
復制裁」などと青筋を立ててやぼに振舞っていることである。
誰かに叩かれて空に向けてこぶしを振るようなことだ。
罪を犯した者は悲鳴を上げるのではなく、おとなしく罰を受けなければな
らない。
犯した悪行の代価を払ったなら当然、深く反省してみて教訓をくみ取るの

が上策である。
われわれは、今回の不純な反動映画の制作に米行政府が深く関与したとい
う明白な根拠を持っている。
われわれの最高の尊厳を直接謗り、テロをあおり立てる映画が「北朝鮮に
反対する宣伝用として有用に活用される」とけん伝した米当局者らの「指針」
によってこの映画が考案され、制作されたという。
はては、米国務省「人権特使」という者が映画制作者らに北朝鮮政府を悩
ま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し、われわれの最高の尊厳を冒とくする場面をそのま
ますべて生かせとまで言いふらした。
世界の至る所でテロを防ぐと大げさにけん伝しながら、裏ではテロをあお
り立てる映画を制作し、それを世界の多くの国に波及させようと画策している
テロづくりの主犯がまさに米国であるということをありのまま示している。
この現実は、今回の事件の張本人がほかならぬ米行政府であり、米国の政
事を総轄するオバマ大統領だ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そのようなオバマが、あえてこの明るい世の中で正義に逆らい、虚偽を真
実に変身させようと狂奔するからといって、働いた悪行が隠ぺいされるだろう
か。
それで、われわれはテロを防ぎ、正義を守るための「平和の守護者」の所
業を並外れた心情で頼もしく見守ったのである。
もちろん、われわれはいまだに彼らがどこで何をしている人たちなのかは
知らない。ただ、彼らがわれわれの支持者、同情者であるということだけはは
っきりと断定したい。
正義と真理を志向し、良心を大事にするわが軍隊と人民には、彼らのよう
に正当な偉業の達成のために陰日なたなく侵略の元凶である米帝国主義に反対
する反米・対テロ聖戦に立ち上がった有名無名の数千、数億万の支持者、同情
者がいる。
オバマが直接前面に出てわれわれに「相応の対応」を宣言したのは、見に
くい一つの醜態に過ぎない。
オバマのいわゆる「相応の対応」がどんなものかを見計らう必要もないが、
それに驚くわが軍隊と人民ではない。
われわれはすでに、未曾有の超強硬対応戦に進入した状態にある。この対
応戦の対象が一個の映画制作普及社だと思うなら、それより大きな誤算はない

であろう。われわれの標的は、わが全民族に千秋万代にかけてもすすげない恨
みを残した米帝国主義のすべての牙城である。
それらの牙城を一掃するためにサイバー戦を含むすべての戦争のテコにお
いて米国と対決する万端の準備を整えたわが軍隊と人民である。
われわれの超強硬対応戦は、オバマが宣布した「相応の対応」を超越して
ホワイトハウスとペンタゴン、テロの本拠地である米本土の全体を狙って果敢
に繰り広げられるであろう。
これが、わが軍隊と人民の変わらぬ強硬立場である。
今、米本土と世界の各地では人類の正義と良心を守り、万種の悪の根源で
あり、不正義の元凶である米国の五体を引き裂くための反米共助、反米聖戦に
立ち上がった「平和の守護者」のような正義の闘士たちが鋭い銃剣を研いでい
る。
世界的規模で彼らが展開することになる正義の闘争は、
「ＳＰＥ」に対する
ハッキング攻撃以上の数百、数千倍に及ぶ戦果をあげることになるであろう。
正義が不正義に勝つのは歴史発展の真理であり、必然である。
それが誰であれ、罪多い白昼強盗の米国に便乗して正義に挑戦し出るなら、
反米共助、反米聖戦の打撃対象となって無慈悲な懲罰を免れなくなるであろう。
米国は、凄惨なひどい目を自ら招いた悪行から省みて、わが人民と世界の
人類に謝罪すべきであり、これ以上むやみに他国に言いがかりをつけてはいけ
な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