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은 들어라.
요즘 출근하거나 뉴스를 확인할 때 가장 큰 관심사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 연대 결과였다. 2월 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야권 연대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지난 번 민주통합당 국민 경선에도 참여해 내가 바라는 사람들로 지도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번에야 말로 진정 변화된
모습으로 야권 연대가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이런 나의 기대는 무참히 깨졌다.
어제 술한잔 했다. 느즈막히 일어나 컴을 켜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야권 연대로 검색을 했더니 협상이 결렬됐단다.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는 [대변인브
리핑]야권연대 협상 결과라는 글로 야권 연대 협상이 결렬 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마음이 아플 뿐이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안다. 무작정 내려 놓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하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 누군가는
내려 놓아야 하며, 양보해야 한다. 나는 민주통합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일정 부분 양보하고 큰 형으로서의 면모를 보일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네들이 내 놓은 안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4+1안을 제시한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바꾸고 변화시키겠다는 것인가? 국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당하면서도 아직까지 느끼지 못했단 말인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국민들의 바람을 그렇게도 모를 수 있을까? 자신들의 틀
안에서 자신들의 시각으로만 현 정국을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국민들이 보내는 지지가 진정 민주통합당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보내는 지지라고
착각하는 듯하다.
국민들이 보내는 지지는 민주통합당이 맡형 역할을 하면서 통합진보당을 잘 이끌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진보 정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보면 민주통합당이 그 같은 우리의 바램을 만들어 갈 수 있을지 점점 더 믿음이 가지 않는다. 내가 민주통합당 국민 경선에 참여한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착각에 빠진듯하다. 하지만 그렇게 여유를 부리지 못할 것이다. 야권 연대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큰 승리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며, 이에 대한 실망으로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그리 희망적이지는 못할테니까. 과거 열린 우리당이나 민주당
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인다면 또 다시 새누리당의 먹잇감이 되어 힘든 나날을 보낼 것이다. 이번 야권 연대가 결렬된다면 더 이상 민주통합당에 대한
최소한의 바람과 신뢰는 가지지 않을 것이다.
통합진보당에게 바란다. 나는 진정 야권연대가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비굴한 형태로의 야권연대는 바라지 않는다. 당당하게 협상하라. 당당하게
협상해도 된다. 너희들을 믿고 지지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민주당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꾿꾿하게 걸어오지 않았는가?
단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조금 더 늦어질 뿐이다. 힘들고 마음이 아프지만 당당하게 걸어가라. 그래도 된다. 우리의 진정성만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이 통할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오지 않았는가?
국민들에게 바란다. 진정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줄 정당이 어디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정당이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정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같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왜냐고? 나는 각 당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 친일파와 독재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 보수, 진보에 대한 개념도 없으며, 단지 자신들이 정권을 잡는데만 관심이 있는
무리들
민주통합당 : 자신들이 진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속상을 들여다보면 보수인 무리들. 난 이들을 대한민국의 보수라 생각한다.
통합진보당 : 진정한 진보라 생각한다.
나는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면서 균형을 맞춰가는 사회를 꿈꾼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로 대변되고 있는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여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보수의 역할을 하고, 통합진보당이 진보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정당이 전면에 나서고 새누리당이 점점
더 힘을 잃기를 바란다. 이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장 빠른 발걸음이 이번 총선의 야권연대다. 이 같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앞으로 5년, 아니
10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