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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감히 박근혜에 도발
“대한민국 부정해”…‘5.16 지지’ 朴 겨냥
안보논리 강조…김일성 생가 방문 朴 직격
누구 때문에 총선에서 애먹었나. 염치
모르고 주제 파악 못하는 이명박 대통
령이 또 다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
상대책위원장에 감히 도발했다.
이 대통령은 5일 국가 유공자와 유족
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
리에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5.16 군사혁명을 헌법 파괴적
내란으로 규정한 종북좌익세력의 주장
에 찬동하는 행위다.
이 대통령은 또 "근래 남북관계가 조
금 경직되고 사회가 혼란스러우면서

더더욱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
게 된다"면서 "모두 다 자랑스럽게 생
각하는데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이 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고 지적
했다. 이는 박 전 위원장이 2002년 북
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생가를 방문
하고 김정일을 면담한 점을 우회적으
로 질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말로 하는 애
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목숨을 바
쳐 애국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말함으로써 박 전 대표
에 직격탄을 날렸다.

개기름 기자 dogoil@jo.com

개 버릇 누구에게 주랴. 이
해찬 민주통합당 대표 후보
가 또 다시 유력 대선주자
인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
상대책위원장을 모략하고
나섰다.
5일 YTN FM '김갑수의 출
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 후
보는 진행자인 문화평론가
김갑수 씨가 종북 시비와
관련해 거듭 질문하자 버럭
화를 내더니 "더 이상 답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전화
를 끊었다.
이와 관련해 정가의 소식통
은 이 후보가 박 전 위원장
을 코스프레한 것이라고 지
적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위원장은 2006년 4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진행자인
손석희 교수로부터 난해한
질문을 받자 “지금 저하고

싸움하자는 거예요?”라며
버럭 화를 낸 전례가 있다.
결국 이 후보가 자신을 불
살라 박 전 원장에게 ‘빅엿’
을 날렸다는 설명이다.
현재 우리는 방송을 완벽하
게 장악했다. 그러나 야권
이 이런 식으로 비집고 들
어와 여권을 모략할 수 있
다는 점에서 큰 구멍이 발
견된 셈이다.
빵상훈 기자 azum@jo.com

‘보수의 영웅’ 김재철 구속 위기
警,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들어 노조간부 영장 재청구
이 같은 명목으로 법원 집행 시 金 사장도 영락없어
130일은 넘기고 있는 MBC
파업이 오리무중이다.
80년대 입사한 간부 15명이
파업지지 선언을 하며 현업
에서 이탈하자 보수의 영웅
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고 있는 김재철
MBC 사장의 위기감이 고조
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경찰이 5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정영하 위원장 등 MBC
노조 간부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일전에
전원 기각된 바 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영장이 법
원에 의해 집행된다면 김 사
장 역시 구속될 위기다.
왜냐하면 회사와 집에 들어

가지 않으며 호텔과 목욕탕
을 전전하는 김 사장이야 말
로 도주의 우려가 큰데다,
청주MBC 사장 시절 비자금
괸리용 통장을 개설하고 폐
기시켰다는 증언까지 나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발생한
터다.
외통수에 걸려들고 말았다.
장사진 기자 OTL@jo.com

 This is really useful book
It can be used as a base of boiling ramen bowl.
It can be used as toilet tissue if you tear off one sheet and wrinkle it.
It is good as a doddle note for your kids.
It may be hilarious when you read it.
It may be even more hilarious 
if you store 
it for one year then understand to Korean situation and read it.
No book in the world can be cheaper!
It is cheaper than the delivery charge, just $1.93!
Clear sale at just $1.93 on Amazon.com!

박근혜 코스프레 파문

촛불집회 못나오게 할 때

싱크대 위에 촛불을 켜고는 마

음으로 동참한다. 속으로는 “이

명박 XXX”를 힘차게 외친다.

社告
대략 눈치 까셨겠으나 어제부로 본지
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
장에 줄 섰습니다. 영양가 없는 이명
박 대통령과는 빠이빠이입니다. 퉤~!

朝日報社

YTN FM 나가

앵커에 “버럭”

“이 참외에 이산화가스 들어있나요”
이명박 대통령이 과자에 멜라민이 있느냐, 흙에 미생
물이 안 보인다며 세심하게 민생을 관찰해 격찬을 받
은 까닭일까. 시장을 방문한 박근혜 전 위원장이 상인
에게 참외에 몸에 좋은 이산화가스가 담겨 있냐고 묻
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