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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되고 난 뒤에 서울시장 (선거) 할 때 이종찬 부총재를 가장 강력한 후보
인 것으로 생각하고, 당내 경선 한다고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종찬 후보는 안
기부로 가버리고(요). 지금 한광옥 대표(가) 서울시장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그
런데 욕심에 여론(에서) 시장 한번 해보자, 여론조사가 좀 잘 나오니까 이걸 어느
정도 끌고 가면 정치적 그레이드(grade)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서울시장 깜이라고 한번 인정받는 것만 해도 큰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장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야당에 그 당시 최병렬 씨던가? 가상대결
을 해보니까 한광옥 씨는 당선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나는 이기고 한광옥 실장은
지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론이 그래 나오니까 진짜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
은 생각이, 진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슬그머니 또 욕심이 생기(더라구요). 그리
고 우리 당 일로 생각해서도 이건 다른 선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서울지역 지구당 전부 다 돌아다녔어요. 다녔더니 또 대의원들이 박수
도 많이 치고. ‘야, 이거 경선하면 되겠다’ 싶어 경선 등록까지 했어요. 경선 등
록을 해놓고 서울시장 경선을 하겠다고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난감한 표
정을 지으시면서 “노 의원은 종로 선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종로에 나갈 사람
이 없잖냐, 당을 위해서 종로를 좀 맡아줘야 되겠다”고. 그래 나도 미리 예상은
했거든요. 그렇겠거니 하고 여론조사 결과만 드리고 왔어요.
오후가 지나서 이강래 정무수석이 좀 보자고 해 갔더니, 아무래도 서울시장은 경쟁
력 때문에 고건 씨로 내보내야겠다고 양보해달라고. 그때 내가 내내 서울시장 여론
조사에서 일(1)위를 하다가 삼(3)월 하순께 고건 시장이 엠비씨(MBC) ‘성공시대’
에 출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엄청난 차이로 일(1)위로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마다할 명분이 없지요. 그 당시 고건 씨가 일(1)위였어요. 그 뒤에
차츰차츰 그게 좁아지긴 했습니다만 일(1)위였으니까. 마침 딱 고 시기에 고 시장
이 일(1)위였어요. 그래 가지고 뭐 나도 반대할 명분이 없어요. 방송 땜에 나는 억
울하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나도 일(1)위가 됐던

것이 대통령선거 때 이십(20)분짜리 찬조 연설, 그 방송으로 일(1)위가 된 거거든
요. 방송 덕분에 일(1)위가 된 거거든. 그러니까 뭐 피장파장. (웃음)
시장 (경선) 출마했을 때 뭐 별로 달리 남는 건 없고, 공약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
니까? 서울시에 여러 가지 공약이 있겠지만, 공약 일(1)호를 ‘자존심 있는 서울시
민’(을)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물 값 냅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나 시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요구만, 끊임없이 요구하고 불만사항을 말해
오고 하는데, 그래도 서울은 한국에서 가장 경제력도 앞서고 모든 일의 중심이고
최고의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이젠 좀 책임을 생각하는 시민이 돼야
한다. 어떤 가치와 문화를 선도하는 시민이 되자는 것을 내걸어야겠다.
우선 서울 수돗물. 이 수돗물 때문에 경기도와 강원도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잖
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민으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대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깨끗한 물을 요구하는, 이
런 서울시민다운 서울시민. 말하자면 어떤 시민적 자존심 가짐을 서울시정의 하나
의 방향으로 잡는 것이 필요한 때다 라는 생각을 해서 ‘물 값 내는 시민’을 머릿
속에다가. 저는 그것이 꼭 표를 깨먹는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표가
깨진다고 생각지 않았고, 왜 내가 그 생각을 했느냐면 정치 불신은 선거 때 정치인
들이 다 만들어 내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 불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치인은 유권자 탓으로 돌리고 유권자는 정치인 탓으로 돌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 그때 하는 정치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선거 때 정치인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도 정치인들에게 되는 것, 안 되는
것, 해당되는 것, 해당 안 되는 것, 모든 것을 선거 때 다 요구해요. 그것은 그 안
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 옳지 않은 일들이 엄청 많이 (포함되게 됩니
다).
지역감정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보통 때는 지역감정을 전부 개탄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지역감정을 부추깁니다.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정치의) 절
반입니다. 선거 때 공약과 캠페인의 태도를 뭔가 한 수준 높은 것으로 내놔야 된
다. 공약과 캠페인의 수준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정치인은 밤낮 그 선거 때 했던 말
들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시달리고 그러면서 불신 받고, 거짓말쟁이가 돼가지고 불
신 받고 이렇게 됩니다. 정치 불신의 원인이고, 그 정치 불신을 그대로 가지곤 국
가운영이 제대로 되질 않거든요. 시민들과 더불어서 보다 나은 새로운 사회를 위해
서 시민들이 함께 해줄 것을 함께 요구하면서 함께하자는 제안이 돼야 된다. 선거
캠페인과 공약이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우리 한국 사회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이미 오

(5)공이 아니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북관
계도, 남북정책도 남남갈등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선거
에 가장 편한 것은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적을 만들어 놓고 분노와 증
오를 부추기는 (거죠). 전통적으로, 왜 민심이 흔들리면 대외전쟁을 벌이는 것이
옛날 독재자들의 수법이었잖습니까? 끊임없이 실제 이상으로 반공논리를 내세워서
국민들을 (이간질)시켜 왔지요. 지금 그 반공논리가 새로운 시대 진전에 발목을 잡
고, 지금도 그게 악용되고 있고. 반공논리를 가지고 한 몫 보는 사람들(이) 있고
(요).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에 필요해서 국민들한테 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
스로 발목이 잡혀서 할 일을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정치인들의 선거
캠페인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