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가칭)정치지도자회의’를 제안합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시민들은 애국심으로 단
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서울에서는 세 딸을 기르는 한 어머니가,
대구에서는 모의고사를 앞둔 여고생이,
정치인들을 부끄럽게 만들 정도의 감동적인 연설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최순실의 꿈”이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위해 광장에 나오셨다
고 했고,
올해 2학년인 대구의 여고생은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을 위해,
그들의 더 나은 내일과 모레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정치인들은 애국심 가득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에 진심 어린 응
답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자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의 손을 떠난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면 상황만 더 악화될 뿐입니다.
이제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비상시국 수습을 위해 한뜻으로 나서야 합니다.
저만치 앞서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초유의 국난
사태를 수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야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께 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가칭)정치지
도자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이 함께 국정수습의 과정을 만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누가 중심이랄 것도 없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모여 붕괴된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을 찾자고
제안합니다.
저부터 만나러 가겠습니다.
정당과 이념을 넘어 누구든 만나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비상시국 수습을 위한 ‘(가칭)정치지도자회의’에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
습책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의 개별적인 힘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각자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회의에서 국정수습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저부터 마음을 열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안 철 수

< 안철수의원 페이스북 글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만났다.
김병준 총리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추천 총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들의 요구에 비춰볼 때 여전히 미흡하다.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의사표시다.
표현이 애매하고 분명한 것이 없다.
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시간벌기용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요구는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물러나라는 것
이다.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내치는 총리가, 외교는 대통령이 맡는 방안은 잘
못된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다.
완전 권한위임 약속 이전에 총리를 선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다.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할 것을 약속하고, 선임되는 대로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 마지막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
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