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 연설 전문 ]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정치를 시작한 이래 가장 괴롭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런 마음은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분노와 실망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늘도 대한민국의 붕괴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라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두고 국민들께서는 한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커다란 위기는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것입니다.
캐도 캐도 그 끝을 모르는 국가범죄에 전 국민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치적 공황상태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를 비롯해 모든 경제지표는 위기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국가의 품격이 땅에 떨어져 외국 언론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정치는 물론이며
경제, 문화,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린 역사상 최악의 정치 스캔들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버리십시오.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의 사명은
오직 국민들의 삶을 돌보고 희망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모든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고
위태로운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회가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국민들의 분노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간절한 희망을 외면하고 행동에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학생들의 항일운동을 기념한 학생의 날입니다.
지금 대학교뿐 아니라 고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곧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까지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이 혼돈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새누리당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여당이 되어주십시오.
여당의 불행은 야당의 행복이 아닙니다.
국민의 불행일 뿐입니다.
대통령을 지키는 특정계파의 사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공당이 되어주십시오.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을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고
오직 국민의 힘으로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 정의로운 길로 용감하게 나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보수의 나라도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나라입니다.
위기 때마다 한마음으로 국난을 극복해온 위대한 국민의 나라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의와 불의의 대결이고 애국과 매국의 대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선언한 국민권력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이 난국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저는 여야의 합리적인 분들이
소중하고 소중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합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이 사상초유의 반헌법적 국난 사태를 수습하는데
오직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오직 진실만이, 오직 두려움 없는 행동만이
이 국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철수의원, 국회 본회의 연설 전문 ] (2016.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