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총선에 대한 나의 생각
2012년 총선이 끝났다. 과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당원으로 가입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전화까지 돌리기도 했다. 과거에 말은 많이 했지만 행동
으로 옮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더 큰 기대를 했고 실망이 더 큰 듯하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만하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돌리면서 욕만하고 있을 수 없기에 이
글을 적은 후에 깨끗하게 털고 일상으로 달려가련다. 현재의 일상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연말에 있을 대선을 향해 다시 한번 달려가련다.
이 번 선거는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민주통합당이 너무 못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겼다고 생각한다. 정말 좋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
당은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다시 한번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한 듯하다. 설렁설렁 공천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진행한 공천은 국민
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공천 실패가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개혁적인 공천도 없었으며, 공천 과정에서 벌어지는 잡음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민주통합당으로 떠나게 만들었다. 그로 인해 많은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지 못했고, 이는 새누리당에 승리를 안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현재 모든 언론이 장악되어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이번 선거가 쉽지 않았음을 안다. 여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입을
틀어막고 있었기에 이에 대한 제대로된 뉴스를 접할 수 없었던 지방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뉴스를 접할 수 있었던 수도권이나 대도
시는 그나마 나았지만 그렇지 못했던 시골은 특히나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보수 언론에서 이번 총선의 승리를 박근혜의 공로처럼 박근혜 밀
어주기를 엄청하고 있는데 나는 박근혜 효과보다는 언론이 장악된 효과라고 본다. 하지만 연말 대선을 위해 박근혜 밀어주기를 위해 모든 공로를 박근혜로 밀어가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대표적으로 나의 고향인 강원도의 9석이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한 것은 대표적인 예라 생각된다. 물론 강원
도가 과거부터 보수 색깔이 강했지만 점차 변화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번 결과는 내 자신에게 충격적이고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세상은 급속도로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특히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더더욱 살기 힘든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대가 가
장 힘들 것이며, 30대가 힘들어 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20, 30대가 힘든 만큼 정치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 한번 생각해보자. 30대를 넘어선 그네들이 20대에 지금 정도의 정치적인 관심이 있었는지, 40대를 넘어선 그네들이 30대에 지금 정도의 정치적
인 관심이 있었는지를 말이다. 힘들고 미래가 불확실한 만큼 정치보다는 다른 일에 더 집중하게 되어 있다. 20대, 30대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욕하지 말자.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도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었으며, 보수 진영이 바라는 것이 바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먼저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박원순 시장이 대표적이지 않은가? 몇 년에 걸쳐 하지 못했
던 일들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실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하지만 한, 두 사람으론 부족하다. 더 많은 정치인들이 세상이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줄 때 더 많
은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할 것이다. 빨리 가고 싶지만 어쩌겠는가? 역사는 더디게 흘러가고 시간이 필요한 것을...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희망을 보았다. 내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아니지만 세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다. 2004년은 탄핵이라는 정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선거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외의 총선에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적은 거의 없었다. 계속해서 보수 진영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
려 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다소 밀리기는 하지만 대등한 싸움이었고, 조금 더 노력한다면 세상을 바뀔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물론 진보진
영이 국회의원 다수석이 된다고 세상은 금방 바뀌지는 않겠지만 변화의 속도는 좀 더 빨라지리라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희망은 대표적으로 통합진보당의 약진이라고 생각한다. 야권 연대를 하기는 했지만 과거에는 상상하기도 힘들만한 결과들이 지역구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특히 전라도에서는 민주통합당과 대등하게 싸워서 승리했으며, 수도권에서도 예상 밖의 선전을 펼쳤다. 7석이라는 소중한 지역구 의석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러 곳에서 아쉽게 진 통합진보당 후보들까지 살펴보면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결과이다. 그 만큼 새로운 진보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탄핵이라는 다른 외부 요인을 통해 획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이 만큼의 성과를 거둔 것은 처음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도
과거와 달리 조금씩 변하고 있음을 느낀다.
역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씩 변화해 간다. 변화해 가는 과정은 더디고 힘들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상
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런 세상을 우리 자식에게 물려 줄 때 아빠로서 부끄럽지 않겠다. 그래서 난 여기서 좌절할 수 없다. 다음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을 즐거움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승리
에 취해있을 보수 진영 놈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해 다음에는 투표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다.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다시금 일상
으로 돌아가 자신의 일에 매진하면서 다음의 기회를 다시 한번 노려보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