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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오늘과 내일

걸어 젊은 세대의 고민에 공감이 어려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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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부모님께 감사한다. 당시 부모님처럼 기성 세대

•정강현 도지사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가 젊은 사람을 믿고 열정을 북돋워주는 역할이

•원
 희룡 제주도는 나에게 일종의 시험무대다. 그동

필요하다.

안 정치인으로서 입바른 소리는 잘했는데 현실적

•정강현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 의외의 결정을 할

인 행정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보여줘야 하는 숙

때가 많다. 사법고시 연수원을 좋은 성적으로 나

제를 안고 있다. 이후에는 국가 경영에 도움이 되

와 판사가 아닌 검사가 됐다.

는 역할을 하고 싶다. 충분한 지지를 얻고 기회가

•원희룡 판사로 하루 종일 서류만 들여다보고 있는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것으론 내 젊은 열정을 충분히 발산하기 힘들다고
지난해 중앙일보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출범한

적인 부분에서 출발한다. 20대 문제의 핵심은 일

생각했다. 운동권 경험이 있어선지 시키지도 않은

신문 콘서트는 2030 세대 독자와 함께 신문이 다루

자리이고 50대 문제는 집인데, 두 가지가 긴밀하

사명감에 불탔다. 당시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부

는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공연도 즐기는 신개념 토

게 연결돼 있다. 50대는 지금까지 인생의 결과물

패 척결이 이슈가 되던 시절이었는데, 중심에 선

크 콘서트다. 이번 신문 콘서트는 제11회 제주포럼

이 ‘집’에 집중돼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노후가

검사들을 보며 멋지다는 생각을 했다. 현장에서

을 기념해 ‘청년세대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처음

불안해지고 오르면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

직접 뛰며 무에서 유를 찾아나가는 데 흥미를 느

제주도에서 열렸다.

사회가 이 문제를 안고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

꼈다.

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부분을 두고 ‘아프
니까 청춘이다’는 식의 설교는 무책임하다고 생각
•정강현 여소야대 정권이 탄생한 이번 총선을 두고
“2030 세대가 뿔 났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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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 운동권 출신이 민주당이 아닌 한나라당으
로 정계 입문한 것도 의외다.

한다. 비를 맞으며 아파하는 청춘들에게 우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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씌워 주면 가장 좋지만 그게 힘들면 함께 비를 맞

기 등을 겪으면서 생각이 바뀐 부분들이 있다. 젊

으며 고민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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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는 민주화만 생각하며 달렸는데, 경제성장을

• 정치인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되도록 연결

후 걱정과 자녀의 독립 문제로 고통 받는 50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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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현 젊은 세대의 역할도 있을 것 같다.

포함한 국가 운영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한편으로

시키는 사람이므로, 주어진 무대에서 주어진 숙제를 가지고 끊

반 유권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다. 정치권이

•원희룡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2030 세대는 늘 아팠

는 진보만 열심히 투쟁한다고 사회가 바뀌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그게 안 되면

고 방황했다. 이 아픔을 오히려 젊음의 특권이라

아니고 보수부터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앞

‘미래에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라도 줘야 하는

생각하며 힘을 내야 한다. ‘수저론’을 언급하며 미

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데 자신들의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으니 분노하는

리 포기하는 젊은 세대를 보면 답답한 마음도 든

•정강현 2007년 대선 경선 어려움 속에도 완주했다.

게 당연하다.

다. 그렇다고 ‘열심히 하면 된다’는 훈시를 하려는

•원희룡 재벌의 기득권을 지키면서 혁신을 가로막는

게 아니다. 젊은 사람들은 열정을 발휘해 힘을 내

보수 정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

고, 정치권은 그 열정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무대를

지 나서서 보수 정당 안에도 서민들을 보듬어 주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정강현 정치인으로서 젊은 세대를 위해 어떤 노력
이 필요하다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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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룡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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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없이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함.
•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정책이 일자리 창출 중심으
로 가야 함. 또한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등 사회
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
• 중국 자본의 무분별한 한라산 중턱 개발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걺. 제주의 자연은 망가지면 회복 불가능하고, 중국 자본에게 넘
어가면 되찾아올 수가 없기 때문.
• 더 창조적이고 문화예술적으로 품격이 높은 고급 관광을 개발
해 싸구려 제주관광 이미지를 해소할 것임. 이는 도민들의 자본
도 키울 수 있으리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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