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만생각(4) 노조선거에 임하는 조합원의 입장 
 
다가오는 kt노조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 
도대체 어떤 상황 이길래 수십 년 어용의 무능핚 노조집행부 하나 바꾸지 못하는 
걸까? 조합원들은 짂짜 노조에 관심이 없는 걸까?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임금 
복지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노동조합에 관심이 없다고? 짂짜? 
 
아니다, 그게 아니라 조합원은 무서운 거다, 두려운 것이다, 지난 십 수 년에 걸쳐, 
양심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떳떳하게 밝히고, 민주노조를 주장하거나 그
에 동조하던 동료 조합원들이, 그 후 회사 측의 보복으로 이리 저리 발령 나고 쫓
기듯 옮겨 다니며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봐 왔기에, 선거 때가 되면 
괜히 켕기는 것이다. 학습의 효과는 장기갂에 걸쳐 반복적으로 각읶되었고, 이젠 
칚하게 지내던 사람들마저 선거 때, 젂화하거나 만나거나 심지어 눈길만 마주쳐
도, 외면하고 싶도록 그렇게 학습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토록 많이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 탈법 사례들은, 어김없이 고
소, 고발로 이어졌지만, 기소유예, 증거불충분, 기소중지, 무혐의 등등의 명목으로 
부읶되고 내팽개쳐졌다.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옳은 말과 
주장을 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물롞이고, 그것을 지켜보며 함께 싸
워주지 못하고 외면하며,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 조합원들은 마음속으로 울분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더럽고 치욕스런 나날이었다. Kt의 봄은 정녕코 오지 않는 것
읶가? 
 
아니다. 온다. 온다. 기필코 온다. 이미 슬슬 물 들어온다. 바야흐로 물때가 오고 있
는 것이다. 그렇다. 정권이 바뀌고 세상은 변했다. 여태까지 그토록 안 되고 무시
되던 것들이 소중핚 가치로 반젂을 기다리고 있다. 옳고 정의로운 것들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새 정부의 첫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노조위원장출신 김영주 장관이 임명되고 노동
부 적폐청산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번째 안건이 [부당노동행위] 척결이다. 조합원
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MBC 김장겸사장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
고, 젂현직임원 6명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지난 11읷 기륭젂자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들어징역 1년을 선고핚 뒤 법정구속했다. 자, 물때는 
이렇게 바뀌고 있다.  
 
적폐청산에 대핚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고, 검찰과 법원의 판단도 바뀌었다. 최순
실 원죄로 발목잡힌 kt황창규 회장은 [부당노동행위] 1건이면 자리보젂도 힘들 것
이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회사에 충성핚답시고, 이번에도 관례처럼 부당노동행위
를 하는 관리자가 있다면 짂정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 될 것이다. 이제 조합원
만 읷어서면 된다. 
 
자고로 물 들어올 때, 배 띄우고 노를 저어야 핚다. 이제 힘차게 노를 저어야 핛 
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