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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간 나라가 망하겠어요
왕조가 망한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에 의해 멸망당했고,
통일신라는 고려 때문에 무너지고
“그 나라 망하니 베옷을 감으시고”
홀연히 떠나 자취를 감춘 이가 마의태자라고 배웠습니다.
흔들리던 고려는 정몽주가 칼이건 몽둥이건, 흉기에 맞아
선죽교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이성계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왕조시대의 일이었고,
고종황제의 대한제국이 견디다 못해 쓰러진 경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한제국이 망하고 우리는 일제의 노예가 되어 40 년의 긴긴
세월을 신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신천지가 안전에 전개” 되었습니다.

소련군이 주둔했던 북의 공산당이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반대하여 38 선 이남에서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하였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공화국이 법에 따라 수립되었고 이승만도 법에 따라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수결‟이 법절차의 흔들 수 없는 원칙이었습니다.
군사 쿠데타도 한 번 있었습니다마는
간접이건 직접이건 모두가 선거와 투표를 통해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된 일들이었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것도, 김대중·노무현이 청와대의 주인이 된 것도,
선거와 투표를 통한 다수결의 원칙으로 된 일들입니다.
이명박은 무슨 힘으로 17 대 대통령이 되었습니까.
다수결로! 압도적 다수의 유권자가 저를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는 왜 있습니까.
누굴 위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감히 “유권자인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야‟는 무엇이고 „여‟는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정치가 실종된 원인은 한 가지 뿐입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실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회 안에서 (밖으로 장을 옮기지 말고) 모든 안건이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정되고 그 결정에 여·야가 승복하면 됩니다.
세종시 문제나 4 대강 살리기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장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세요.
일일이 국민투표에 회부하면 (그래야 할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시간도 돈도
너무 많이 드니까
국민투표를 대신하여 국회가 표결에 붙이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되는 일 없이 세월만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북의 김정일이 가만있을 리가 없습니다.
남조선에 그동안 열심히 심고 가꾸어온
그의 졸도들의 수가 어지간하다는데,
다수결 원칙 하나를 포기하고
이러다가 김정일 세상이 되고 나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하실 겁니까.
대한민국의 위기가 왔습니다.

김동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