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침마당>인가?
              <국정홍보마당>인가?

 느닷없는 정운천 전 장관 출연...올해 친여권 인사 출연 급증

 지난 14일, KBS 직원인 A씨는 아침에 KBS 1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촛불시위 이후 좀처럼 TV에서 볼 수 없

었던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이 <아침마당>에 출연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 A씨는 쇠고기 졸속협상의 주역

이 한식의 세계화 운운하는 모습을 보고 ‘토할 것 같았다’고 한다.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낀 것은 비단 A씨만은 아니었던 듯. 방송이 나간 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를 비난하는 글들

이 폭주했다. “‘왕굴욕 협상’의 주인공이 아침마당까지... 참 얼굴 표면 두꺼우시더라고요” “서민들에게 친근한 프로

그램으로 교묘히 위장한 청와대 홍보방송임을 자처하신 건지” 등등. 시청자들의 비난은 신랄했다.  

 정운천 씨가 아침마당에 출연한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일까? 그날 그는 전직 농림부 장관이 아니라 한식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출연했다. 촛불시위를 비난하거나 쇠고기 협상을 변명하는 말을 하지도 않았고, 대통령 부인의 한식 세계화 

활동을 홍보한 것도 아니다. 그저 한식의 우수성을 역설하고 자신의 인생역정을 들려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침마당> 출연은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 그가 출연하기 엿새 전인 8일, 한

나라당은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날치기 직후 템플스

테이예산과 각종 복지예산이 무더기로 잘려나간 사실이 드

러나자 정부여당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었다. 그 와중에 

대통령 부인이 추진하는 ‘뉴욕 한식당 50억’ 예산이 날치

기 통과된 사실도 밝혀졌다. 결식아동 급식, 영유아 예방

접종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형님예산’, ‘영부인예산’은 

기를 쓰고 챙긴 정부여당의 뻔뻔함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

했다. 이런 시기에 정운천 씨의 출연은 너무도 절묘했다. 대통령부인의 역점사업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금이라도 누그

러뜨리는데 일조를 했기 때문이다.

 그의 출연이 유발한 효과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정운천 씨가 <아침마당>에 나온지 이틀 후인 18일, 그가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틀 뒤 그는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민동석 씨에 이어 정운천 씨의 복귀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2년 전 쇠고기 협상은 정당했으며, 잘못은 MB정부가 아니라 ‘촛불세력’에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정운천 씨의 복귀에 대한 비난여론이 뒤따랐다. 정운천 씨는 오로지 한식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아침마당>출연을 결심했을까? 이틀 전이면 이미 최고위원 임명이 결정됐을 수도 있다. 그날 <아침마당>에서 마이

크를 잡은 것은 사실상 한식재단 이사장 정운천이 아니라 ‘촛불끄기’의 선봉에 선 정치인 정운천이었다.  

정부정책 홍보장으로 변질된 <아침마당>

 올해 들어와 <아침마당>에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이 출연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정운천 이사장편도 그 시리

즈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지난 추석에는 이명박 대통령부부가 출연해 대통령이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제3호(12월 다섯째 주) 



7월에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한나라당 안상수 전 인천광역시장이 나왔다. 그 외에도 전 한나라당 의원인 이재창 새

마을운동중앙회장, 역시 전 한나라당 의원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장, 지난 대

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 친여권 인사들이 무더기로 출연을 했다.

12월14일 <화요초대석> 정운천 한식재단 이사장 (전 농림부장관)
11월30일 <화요초대석> 김진현 대학민국역사박물관건립위원장 
11월 6일 G20기획 ‘우리도 함께 뛴다’
11월 4일 G20기획 <목요특강> 세계 속의 한국 
11월 3일 G20기획 ‘우리는 글로벌 가족’
11월 2일 G20기획 <화요초대석>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   
11월 1일 G20기획 <별난 세상 멋진 인생>
 9월21일 추석기획 ‘대통령 부부의 사람 사는 이야기’
 8월 3일 G20 서울 정상회의 D-100 특집 
 7월20일 <화요초대석> 안상수 (前인천시장)  
 6월 8일 새마을운동, 세계로 가다
 4월 6일 <화요초대석> 김영희 前 주 세르비아 대사 
 1월 5일 대한적십자사 유종하 총재 

여권·관변 인사 출연 및 관제 기획 <아침마당> 사례 (2010년)

 반면 2009년, 2008년에는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의 출연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대선 직후 이명박 당선인 부

부가 출연을 한 적이 있고, 그 외에는 한명숙 전 총리, 김문수 경기지사,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아침마당>에 정치인들, 특히 여권 인사들의 출연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정치인들의 잦은 출연과 함께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 <아침마당>이 정책 홍보에 단골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8

월 3일에는 ‘G20 서울 정상회의 D-100 특집’을 방송했고, 이후에도 ‘G20기획’을 무려 다섯 편이나 내보냈다. 6월 8

일에는 새마을운동 40주년을 맞아 세계로 진출하는 새마을 운동의 의미를 역설했다. <아침마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국가정책을 홍보하고 국민들을 계도하는 프로그램으로 탈바꿈을 했는지 모르겠다.

 정치인들이나 정부정책을 홍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

침마당>을 선호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아침마당>은 20년 가

까이 여성들과 서민층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으로, 정치인 개인이나 정부정책의 업적을 화기애애한 분위기

에서 자연스럽게 홍보하는 데 이만큼 좋은 자리는 없기 때문

이다. 그만큼 정치인들의 출연이나 정부정책 홍보성 아이템을 

다루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지만 지금 <아침마당>은 그 

위험수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사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에는 <아침마당>이 본연의 모습을 찾아야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