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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인권위원장 김직원 양
‘현 정부 인권 아이콘’…朴대통령 “아픔 잊어라” 격려

반노장 기자

신비주의 전략의 ‘김인권’
박근혜 대통령이 새 국가인권위원장에
‘국정원 댓글녀’로 알려진 김직원 양을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18대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인사
로부터 감금당하는 등 막심
한 인권침해를 입어 현 정부 
인권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 직원 출신 김직
원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하사했다. 박 대통
령은 “그때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

겠지만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
고 격려하고는 “우리 정부는 
가치가 있는 인권만 옹호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최연소 인권수장이 된 
김 위원장은 이날 미니스커트
에 하이힐 패션을 과시했으나 
부채로 얼굴 가리는 등 신비
주의 콘셉트를 극대화했다. 또 
앞으로 모든 업무 시 칸막이
를 친 채 끝까지 얼굴을 가리
고 수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편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
이 더는 인권침해를 받지 않
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위원
장실 문을 밖에서 잠글 수 있
도록 조치했다. 이로써 더 이
상 감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원회는 김 위원장 은거
지였던 역삼동 오피스텔을 매
입해 ‘인권박물관’으로 개조하
고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한
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취임식 직
후 취임 휘호로 ‘좌익효수(左
翼梟首)’라는 글귀를 남겼다.
김 위원장은 취임 첫 행보로 
정문 앞 시위꾼으로 인해 마
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국정
원 직원 위로 방문을 택했다.
방종북 기자 A4면은 없음

구제불능 민주당 또 막말

“대통령 국민 무시” 망발

靑-與발끈 “민주 해체해야”

민주당 박용잔 대변인은 22일 박근
혜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무시하
면 안 된다”고 막말했다. 
이에 발끈한 청와대 김횡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언제 
국민을 무시했나”라며 “야당의 이 
같은 인식은 대선불복에서 비롯된 
육시랄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도 모든 국회 일정을 중단
하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해체 요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
택했다. 이 자리에서 황당우려 대표
는 “X알 값도 못하는 막말”이라며 
“개잡놈이 아닌지 묻고 싶다”며 반
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막말 정치인
은 거시기를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라며 “막말 3회시에는 물리적 

거세에 처하는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 여당 초강경 드라이브
에 민주당 분위기는 초조함과 긴장
감이 역력하다.
민주당 김핥긴 대표는 최고위원연석
회의에서 “우리의 진의가 잘못 전달
된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민의 뜻
을 잘 헤아리라는 취지”라고 해명하
며 진화에 나섰다. 조경택 최고위원
은 “박 대변인의 막말은 결국 문제
인 전 대선 후보의 문제”라며 “문 
전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
다. 김용환 의원도 “문 전 후보의 정
계은퇴만 답”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당직자는 “큰 악재가 발생했다”
고 한숨 쉬며 “조기 사과, 국면 전환
만이 답”이라고 평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일련의 사태에 대
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는 뜻을 밝혔다.

인간어뢰 기자

윤창종 침묵 깨고 ‘힐링캠프’ 출연

“그 가이드 다 용서”

22일 방송된 SBS '힐링캠프, 기쁘지 아
니한가'에 출연한 윤창종 전 청와대 대
변인이 “자신을 궁지에 몰았던 가이드에 
대해 용서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방미 중 인턴 성추행 의
혹을 샀고 공직에서 모두 물러난 윤 전 
대변인은 방송에서 눈물을 훔치며 “그 
뒤에 혼자 샤워할 때조차 양복을 입는 
등 알몸을 드러내지 않았고, 음식점 메

뉴에 킹‘그랩’이라는 단어를 본 순간 홀
로 게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회고하고
는 “내 인생 앞길 막은 가이드에 대해 
복수심이 넘쳤지만 이제는 다 용서했다”
고 술회했다. 
윤 전 대변인은 현재 태풍대비 유리창 
신문붙이기 대행 사업에 손을 대 인생 
2모작 중이다.

방하훈 기자

종북좌파 척결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 정권 비판적인 
종자들을 ‘홍어’ ‘전라디언’이라 칭하
며 ‘민주화할 것들’ ‘운지하라’고 말
한다.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

마약 판매로 가닥잡나

정부가 지하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고심한 끝에 마약류 양성
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한 관계자는 22일 “신규 
세원으로는 히로뽕, 대마초, 엑
스터시 등 마약류 전매사업 뿐”
이라며 “사업이 곧 가시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과 가까운 정
권 실세 A씨는 본지와의 인터뷰
에서 “히로뽕이 도대체 뭐가 문
제란 말인가”라며 “나와 가까운 
분이 대통령이 된 이상 이제는 
‘히로뽕은 괜찮다’는 국민적 합
의가 이뤄졌다”라고 강력하게 주
장했다.

이로봉 기자

사인회중!
촛불집회 현장서

4주째! 교보문고 정치사회분야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1위

한국종교가 창피하다
김용민(‘나는 꼼수다’ 패널, 국민TV PD) 화제의 신간!

[김직원] 갸녀린 여자가 읽기에 너무 야했다 [조명칠] 김용민은 광주의 작가인가
[안칠수] 작가나 성추문 목사나 다 똑같다 [변이재] 표절 딱 걸렸다. 모 목사 이야기와 똑같다
[김뭉수] 예산이 없다. 책 공짜로 달라 [김용펀] 정신없이 책 넘기다가 손톱 다쳤다

무려 1000원 싼 가격으로 저자 사인까지
지금 서울광장 북편 서울도서관(구 시청건물) 정문 앞으로 오세요!

‘女대통령’ 이미지 위해

‘육박근혜’ 개명 추진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사 최초 여성 대
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미지가 크
게 부각되지 않자 양성쓰기를 검토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모친성을 붙인 ‘육박근혜’가 유력하다.

육박전 기자

여러분 이 신문 내용, 다 거짓말인거 아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