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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김정일 만나 “개새끼” 일갈
전원책 적어준 수첩 들고 가 웃는 낯에 낭독

金, 충격 받아 와병…어버이들 의구심 지울 듯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
에서 욕을 날렸다는 풍문이 나돌아
정가의 화제다.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박 전 위
원장이 지난 2002년 북한 평양으로 건
너가 김 위원장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수첩을 펴 ‘개새끼, 안 죽고 뭐하냐’는
말을 웃는 낯에 낭독했다는 것.
이 같은 멘트는 보수 논객으로 알려진

전원책 변호사가 써준 것으로 알려졌
다.
이에 충격 받은 김 위원장은 그때부터
와병하더니 지난해 말 끝내 사망했다.
김일성 생가 방문, 김정일과의 면담 등
으로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던 박 전
위원장은 이 같은 행적이 공개됨으로
써 일부 어버이들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기름 기자 dogoil@jo.com

 

좃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최근 아들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진영에 귀감이 되

고 있다.

방 사장의 최측근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어

머니 제사를 치르는 여배우 장 모 씨를 룸살

롱에 불러 접대케 한 아들의 행적을 듣고는

격노하셨다”며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느냐’

며 호되게 야단쳤다”고 소개했다.

막말아들 두둔 김욕민 부친과 대조

그는 또 “방 사장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성윤

리를 지킨 조부(방일영 전 회장)의 본을 따

르라’고 훈계했다”며 ‘아비인 나도 조부처럼

살았다’고 질책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자녀교육 책(‘달란트 교육’)을 내 아들

(‘나꼼수’ 김욕민)의 막말을 두둔한 김 모 목

사의 행태와 대조되는 것으로 진정 뼈대 있

는 가문의 풍모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감동적

스토리라 아니할 수 없다.

장사진 기자 OTL@jo.com

원만한 철거를
원하십니까
떼쟁이들 설칠 염려에
재개발의 꿈을 접으실 수는 없죠

BBK용역을 이용하세요
철거 진압 사법처리까지 한 큐에 끝납니다

“네 이놈!”
여배우 접대 받은 아들

크게 꾸중한 좃선 사장

명박이가 TV 나올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다. 목소

리가 듣기 역겨우면 그냥 잠을

청한다.

김대충 칼럼

본지 고문관

김재철 대통령이 된다면
MBC 파업이 130일을

향해가고 있다. TV방송

사상 최장기 기록을 경

신할 것 같다. 무노동

무임금을 감내하는 과

격 노조에 질리기도 하

지만 이런 파행에도 꿋

꿋하게 버티는 김재철

사장을 보면 마음 한

구석 뭉클함이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공을 하

나 든다면 포퓰리즘에

흔들리지 않고 적법 대

응 기조를 견지했다는

점이다. 보수세력이 정

권연장의 꿈을 갖는다

면 이 같은 ‘원칙대로’

의 계승자를 후보로 염

두에 둬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김

재철 사장이 여당 대통

령 후보가 돼야 한다고

본다. 맷집, 세계 최강

이다. 또 현 정부의 비

리 인물 중용이라는 인

사 철학에도 맞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철

사장은 하루 속히 MBC

를 그만두고 새누리당

에 입당하길 바란다.

김재철은
대통령감이다.
다 갖췄다.
특히 맷집은
세계최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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