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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 난 공기를 더럽히는 미세먼지다.
지금 세상을 우리 손에 넣는건 시간문제야.
우리는 똘똘 뭉치면서 더욱 힘이 세어지지.
우리의 소원은 너희들이 공기를 마실 수 없게 하는것이지.
크크크... 아무도 우리를 막지 못해.
우리의 세력은 점점 커지고 세질 것이야. 언젠가는 공기를 사먹게 될 날이
올테니까...
우리는 폐의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위대한 먼지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많이 마시도록 해.
그리고 지금부터 날 따라하도록 해.
첫번째로, 쓰고 바로버릴 수 있는 일회용 제품을 무조건 쓰도록 해.
씻어 쓰는 용기는 쓸 생각도 하지마.
그리고 물건을 절대로 아끼지마. 조금 낡았다 싶으면 다 버려버려.

그래야지만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더욱더 공기를
나빠지게할 수 있거든.
두번째로, 나무와 꽃들은 보이느데로 꺾어버리고 베어버려.
나무가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래?
이 세상에 나무따위는 다 필요없어.
세번째로, 쓰레기는 아무곳에나 버리는거야.
쓰레기통을 없애 버리고 쓰레기를 은근슬쩍 바닥에 버리도록 해.
얼마나 편하고 좋니.
그래야지만 우리 미세먼지들이 많이 생겨나서, 우리의 소원인 지구의 도착지점에
다다를 수가 있단말이지. 하하하하하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아프게 걸어다니지마. 가까운 거리도 무조건 자가용을 타고
다니도록해.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매연들도 우릴 도와줄테니까...
알았지?
꼭 명심하도록 해. 지구를 시커멓게 만들수 있는날이 멀지 않았어.
너희들이 꼭 도와줘야해..
곧 지구를 미세먼지들이 점령 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말이야.. 하하하하하
온세상이 어두워지고, 케케한 냄새들고 가득찰 것이며, 야외에서 뛰어 놀수 없는
그런 세상. 너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으니, 조금 더 노력하도록해...
알았지???

=================================================
으악!!! 엄~~~~마....!!!!!
지환아 왜그러니???
왜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자고있는거니? 무슨 나쁜 꿈이라도 꾼거야?
엄마... 미세먼지가 세상을 지배하는 꿈을 꿨어요.
우리를 숨도 못쉬게 만들려고해요...
미세먼지 가득한 하늘은 정말 끔찍했어요.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이 지금 지구를 멸망시키고 있다구요.
엄마 엄마....
절때 일회용 상품은 쓰지 말아요. 그래고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분리수거해서
버려야하구요.
식물을 더 많이 키워서 공기청정기 역활을 하도록 해야해요.
그리고 저 이제는 가까운 거리는 무조건 걸어다닐래요.
절때 다리아프다고 징징 거리지 않을께요.
미세먼지가 지구를 점령하는 악몽은 정말 끔찍했어요.
저의 사소한 행동들이 지구를 아프게 한다는 생각을 깊게 못했거든요.
지금처럼 파란하늘에서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 놀고싶어요.
파란 하늘이 회색하늘로 변하지 않게 우리모두 꼭 노력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꼭 저부터 솔선수범하도록 할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