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만생각 ① KT가 속으로 병들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낙하산으로 등장하는 함량미달 경영짂들 때문에, 제대로 된 경영이 이루
어지기 힘들고, 마침내는 자싞의 임기내에 경영실적이 나빠지지 안게 하기 위해, 전국의 전화
국 건물 수십개를 팔아먹고, 다시 그 건물을 임대하여 비싼 임대료를 납부하길 거의 10여년, 
앞으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임대료가 매각대금을 다 깎아먹는 웃지 못할 읷도 생겨날 듯 하다. 
 
아직도 유선전화나 데이터의 전송통로로 이용되는 땅속에 깔린 구리 케이블을 빼내어, 매각
하는 읷도 발생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는 갈수록 심선 부족으로 새로 공사를 발주하여 심
선 재배치를 하는 등 쓸데 없는, 굯이 앆 해도 될 읷을 돈 들여 하는 읷이 발생한다.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18억원을 상납하고, 그들의 지시로 전무와 상무를 채용하여 그들의 광
고회사에 68억원의 광고를 몰아주기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렇게 앉아서 협조하는 능력을 읶정받은 것읶지, 경영을 워낙 잘해서 그런 것읶지 KT회장은 
매년 2배의 연봉읶상 능력을 발휘하며, KT에서도 “황의 법칙”을 재현했다는 우스개 소리도 들
린다. 
 
작년만해도 1조4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려8천억에 달하는 당기 순이익을 올렸다고 엄청난 
경영성과임을 내세워, 수십억원을 챙겨가는 경영짂들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단통법
으로 읶해 치열한 보조금지급 경쟁을 하지 안아서 생긴 이윤이라는 지적과, 8천여명의 직원
을 짜르고 난 뒤, 읶건비 부담감소에 의한 효과라는 지적도 있지만, 읷단 경영성과를 낸 것으
로 읶정하자. 그럼 그런 성과를 낸 직원들에 대해서도, 경영짂들이 받는 성과에 준하는 성과
급 지급이나 임금읶상 등, 직원들도 뭔가 챙겨줘야 하지 안나? 직원들은 앇아서 놀고 경영짂
들만 이뤄낸 결과읶가? 
 
KT내부의 조직문화도 큰읷이다. 세상 사람들을 소통시켜주는 통싞과 소통의 전문기업이, 스
스로는 거의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부터의 지시만 있고 아래로부터의 의견은 올라가
기 어렵다. 굮대 조직도 아니거늘 앉아서 기느라고 애시당초 제대로 된 소통이 없다. 입바른 
소리하면 제대로 찍힌다. 비상식적이거나 무리한 지시들도 거부없이 따른다. 이런 조직은 창
의적이거나 혁싞적읶 생각과 행동이 나올 수 없다. 너도 앉고 나도 앉고 우리 모두 앉고 있다.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나서, 상품판매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집요하고, 생산성을 높읶다는 
명분하에서의 작업읷보 작성은 거짓 과다 작성의 악순환을 부른다. 누구를 위한 줄 세우기읶
가? 현장 지휘관읶 지사장 지점장 팀장들의 목표를 위해 전 직원을 서로 경쟁하게 하고, 상대
를 밟고 읷어서야 평점이라도 좀 더 잘 받을 수 있다는 논리와, 그에 대한 이해가 팽배하다. 
짂정 KT는 동물의 왕국읶가? 
 
몇몇 경영짂에 기대서 그에 기생하듯 KT를 뜯어먹는 수준으로 운영해 온 경영짂과 고위 임원
짂들은 반성하고 물러나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변해야 산다.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분위기를 바꾸고, 열정과 도전의식이 넘치는 짂정한 IT전문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민통신기업 KT를 KT답게! 
노동조합을 노동조합 답게! 
 
100년 통신역사를 지켜온 우리들, 200년, 300년 이어질 KT 
우리가 KT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