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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황평가와 정세인식
1.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지지율 하락 가시화
2. 4.3 재보선 결과 이후 바른미래당의 상황

Ⅱ. 바른미래당의 중도가치와 정체성
1. 바른미래당 탄생의 배경
(1) 사회·경제적 배경
(2) 정치적 배경
2. 바른미래당의 탄생과 한계
3.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정체성 논의
(1) 시대진단
(2) 기조와 주요 정책
(3) 중점 정책전략 예시: 공공개혁과 노동개혁
(4) 새로운 바른미래당의 모습

Ⅲ. 바른미래당 노선을 둘러싼 백가쟁명식 논란
1. 창당 정신으로 ‘제3의 길’
2. ‘보수대통합’으로 문재인 정부 심판
3. 호남·중도정치 복원, ‘제3지대 빅텐트론’
4. 20·30 청년 중심 중도보수정당
5. 공격형 이슈정당

Ⅳ. 총선 이전 정국 전망
1.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1) 제대로 된 개혁은 하지 않을 것
(2) 정치부문에서도 현 구도를 선호할 것
(3) 핵심 변수는 경제 성적
(4) 또 다른 핵심, 현직 대통령 지지율
(5) 또 하나의 변수, 북한
2.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예상
(1) 친문 그룹 대거 공천
(2) 대통령 간판 vs 당 간판
(3) 이해찬 대표 움직임 주목
(4) 탈당 등 분화 가능성은 낮아
(5) 견제심리 약화시키는 전략 짤 것
3. 자유한국당에 대한 예상
(1) 황교안 대표 간판으로 총선
(2) 이회창 총재 사례 참고할 것
(3) 신진·친황 인사 기용해 외연 확대
(4) 당내 혁신 없이 반사이익만 노리면 실패

Ⅴ. 바른미래당의 총선전략
□ 무엇을 할 것인가 1 – 선명 야당
(1) ‘선명 야당’ 정신으로 정권 심판 주장
(2) 혁신 없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질타

□ 무엇을 할 것인가 2 – 당의 전면적 쇄신
(1) 핵심 가치에 동의하면 누구나 - 플랫폼 정당
(2) 당을 ‘젊은 운동장’으로 개조
(3) 전면적인 수도권 출격론
(4) 아직 ‘희망의 끈’은 남아 있다
□ 무엇을 할 것인가 3 – 원칙 있는 연대
(1) ‘퇴거요구서’ 보내는 행태 멈춰야
(2) 치열한 당내 논의 필요
(제안 주제 - 독일과 한국의 연정 사례)

Ⅵ. 결론 – 결기 있는 자강, 원칙 있는 연대
1. 21대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중간평가이자
정권심판일 수밖에 없다
2. 바른미래당의 총선 전략은 당연히 ‘선명한 야당 정체성
+ 유연성’을 내세우는 것이 최선이다
3. 중도정당으로서 ‘결기 있는 자강’이 먼저다
4. 반문재인의 원칙 있는 연대
5. 바른미래당의 자강을 위하여

별론 - 선거제 개편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