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과학의날 특별브리핑
(2016.04.21.) 당사 브리핑룸
▣ 안철수 대표
49회 과학의 날입니다.
다른 정당들은 관심이 없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49회 과학의 날을 맞아서 대한민국은 다가오는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엄중한 경제 사회의 위기 속에서 정치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 겁니다. 조만간 위기가 닥쳐온다는
전망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위기의 쓰나미에 예외가 아니라는
소리도 나옵니다. 대기업들까지 견뎌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된
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미 청년실업이 12%가 넘었
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봉착한 겁니다.
더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입
사원서 쓰는데 몇 년씩 허비하고 취업을 해도 고용은 보장되지 않고, 노후대
책도 없이 조기 퇴직의 압력은 높아집니다. 침체된 경기는 나아질 기미를 보
이지 않고 자영업자들은 오늘도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국회 탓만 하면서 시간만 낭비했
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해야할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실
효성도 없는 소극적 추진에 머물렀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발상을 바꾸지 않
고서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당장 드러난 실업과
불경기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닥쳐올 위기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위기를 맞을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고 고령화,
고용시장 문제, 교육과 일자리의 미스매치 등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푸는 일도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도 모두 뒷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닥쳐올 경제의 위기를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먹거리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지금 당장 시급하게 여야가
합의하고 실천해야할 과제입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학
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은 위기극복의 수단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
다.
지금은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곧 부모들의
일자리 문제와 직결되고 국민의 삶의 질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의 주
인공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청년실
업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미래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회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20대 국회, 미래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일자
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던 이유입니다.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 특위
로 만들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행 내용을 점
검해야 합니다. 더불어 앞으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사라지는 직종을 면밀
히 분석하고 미래 시대에 대비한 종합적인 실천 로드맵을 만들고 국회가 책
임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및 전문가의 지혜를 모으고 실천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오세정 교수님과 신용현 원장님께서 따로 발
표해주시는 과학기술혁명·교육혁명과 미래 먹거리·미래 일자리에 관한 비
전은 청년 창업혁명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
국의 미래,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의 미래에 관해서 이야기 할 때입니다.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당장 국회가 정치가 할 일에 관한 것입

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
정을 제안합니다.
둘째,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위해 도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청년창업지
원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실패하면 재기가 힘들 것이라는 두려움에 도
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마음껏
펼치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이 바로 미
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을 변경하고 확대하면 청
년들의 아이디어를 창업혁명으로 이끌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에
게는 실패하더라고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미 스웨덴과 프랑스에서 청년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창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창업지원이 아닌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의무 구
매 비율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천
에서 용이 나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의 경우에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간회수제도
활성화해야 합니다. 민간주도의 인수합병 전문 중개기관을 도입을 해서 기술
거래 및 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고 대·중소기업간 혁신거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
야에 촉구합니다.

태풍이 몰아치고 난 뒤에는 이미 늦습니다.
5월 30일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
의를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