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진보당 당원이 되다.
개발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싶다. 글에서 개발 환경이 현재와 같이 열악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복지 시스템의 부재라고 이야기했다. 복지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한, 두번의 실패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면 이런 위험을 무
릎쓰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게 된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계속된 도전이다. 우리들이 꿈꾸고,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도전하
는 것이다. 이런 무수한 도전을 통해 성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많지 않다.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실패로 인해 다음에 더 좋은
것, 성공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이 분야이다.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하기는 힘들다. 국내에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려면 가장 먼저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 젊
은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꿈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지 소프트웨어 개발 뿐만 아니라 국내 다양한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그
렇게 노력한 성과를 정말로 노력한 이들에게 돌려줄 때 국내 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할 것이며, 내실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빠른 방법은 복지에 뜻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힘을 키우는 길이다. 그네들로 하여금 우리의 뜻을 대변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정치인,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땀흘려 노력한 결과가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들을 정치 무대의 중앙으로 밀어 넣어야 한다.

나는 나의 뜻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 세력으로 통합 진보당을 선택했다. 물론 최근 민주 통합당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나 또한 몇 일 전 경선에 참여했다.) 민
주 통합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한계 때문에 좀 더 급진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주 통합당과 통합 진보당이 공존하면서 성
장해 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의 횡보는 마음에 든다. 민주 통합당은 좀 더 온건적으로 접근하고 급진적인 제안은 통합 진보당
을 통해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모습... 상상만 해도 즐겁다.
나는 아직까지 힘은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고, 나의 소신과 일치하는 통합 진보당 당원이 됨으로써 당의 의견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려고 한다. 당원이 되는 방
법은 간단하다. 통합 진보당에 가서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한 달에 1만원 이상의 당비만 내면 된다. 1만원씩 당비를 내면 연말에 소득 공제를 받을 때 10만원까지 세
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는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나머지 2만원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7% 소득 구간이라면
3600원 정도는 다시 환급을 받는다. 즉, 1년에 1만 7천원도 되지 않는 돈으로 당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통합 진보당은 모든 운영
을 당원들의 당비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돈봉투 관련된 일도 생기기 힘들다. 우리가 다른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면 우리들
을 대신해 열심히 일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나는 그 사람들이 통합 진보당이라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면 통합 진보당
의 당원이 되어보면 어떨까? 한달에 1만원. 아니 단돈 1400원으로 당원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