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2 기를 맞아 단행된 개각에 대한 평가가 여야간에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은 "최상의 전문가가 발탁됐다"고 극찬한 반면, 야당은 "강권통치 교사"(민주당)
"장고 끝에 악수"(자유선진당) "이명박 친정체제 완성"(민주노동당)이라며 혹평했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19 일 국회 브리핑에서 "지금은 국정계획 수립 단계를
지나 이를 구체화해야할 시기"라며 "구두끈을 단단히 조여 맬 시기인데 이를 위해
발에 꼭 맞는 구두를 찾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극찬했다. 윤 대변인은 "지금은
100 명의 입담꾼보다 한 명의 진정한 일꾼이 필요한 시기"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데 이 일을 해낼 수 있고, 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개혁적 마인드의 인물을 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바다를 건너려면 믿을 수 있는 조타수가 필요한데 세계금융위기 거센
풍랑에 맞서 한국경제호를 순항시키고 도약시킬 최상의 전문가들이 발탁됐다"며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 마음을 얻는 인사로 평가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KKK인사(경북 고려대 공안)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그토록 탕평인사와 통합인사를 요청했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완전히 국민을 무시했다"며 "인사가 아니라 측근들의 강권통치를 위한 교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인사는 오직 정권 필요에 의해서만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여권에서 얘기한 '돌격내각'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민노당도
마찬가지 반응을 내놨다. 박승흡 대변인은 "인적 풀이 얼마나 없으면 고작 집권한지
1 년 밖에 안되는 정부가 돌려막기 외에는 인사대안이 없는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두 당은 특히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인 윤증현 내정자를 문제 삼았다. 최
대변인은 "윤 내정자는 IMF 당시 실장(당시 금융정책실장)으로, 강 장관은 차관으로
책임선상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꿈이었으면 좋겠다. 강 장관에 이어 윤 내정자라는
IMF 악령이 다시 덮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윤 내정자는 97 년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이자 강 장관을 능가하는 신자유주의 전도사"라며
"외환위기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사람이다. 스스로 외환위기 책임을 통감하고 공직
근처에 명함을 내밀어서는 안된다"고 강변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은 "숫자만 맞춘 함량미달 개각이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더니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라며 "전면적 쇄신을 바라는 국민 요구사항은
단순히 인적개편만이 아니라 국정기조와 통치방식 변화까지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은 본 영화를 빨리 상영하라고 아우성인데 장사꾼
흥정하듯 예고편만 찔끔찔끔 감질나게 언제까지 보여줄 것이냐"며 "답답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혹평했다.

이번 개각에서 이 대통령은 2 개 부처 장관 등 국무위원 급 4 명과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비롯해 차관급 15 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윤 내정자를
비롯해 통일부 장관에 현인택 고려대 교수, 장관급인 국무총리실장과
금융위원회위원장에는 권태신 국무총리실 사무차장과 진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각각 내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