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서신]

KBS의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부디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상문 KBS노동조합 위원장입니다.
제가 안녕하십니까란 인사로 시작했지만,
지금의 KBS는 너무나 안녕하지 못합니다.
혹독한 KBS의 겨울은 지난해 양사장 취임때부터 시작됐습니다.
흑자이던 재정은 날로 확대되는 적자로 신음하고 있고,
뉴스를 비롯한 주요 프로그램은 시청률이 날로 하락하고 있으며,
편향적인 보도로 인해 정치권의 조직적인 수신료 납부 거부운동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안팎에는
날씨만큼이나 차가운 바람과 먹구름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경영진은 뭘 하고 있습니까?
간부들은 민주노총 출신의 역대 집행부 OB들로만 꾸려졌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만 공영방송, 시민의 방송을 부르짖었고 지금도 그럴 뿐
자신들의 보직 잔치에만 눈이 멀어,
날로 심화되는 KBS의 위기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는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공영방송으로서 모든 여론을 균형있게 보도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진 KBS 때문에
고정 시청자는 떠나고 있고 새로운 시청자들은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마지막 보루이던
수신료 수입마저도 위협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공영방송의 존립 근거를 무너뜨리고,
재정을 파탄시키면서도 어떠한 프로그램도 성공시키지 못하는
양사장이 지난 8개월 동안 보여준 낙제점의 경영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3년, 솔직히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제는 솔솔 구조조정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직장을 잃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공포가
회사 전반에 모든 직원들에게 퍼지고 있는데도
경영진들은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해 무노조원들이나 타 노조원들을
압박할 칼자루로 활용할 생각이라는 소문까지 들립니다.
이런 가운데 본부노조는 과반을 차지하기도 전에
같은 노동자를 반대편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마저 가로막으려하고 있으며
KBS노조에게 공영노조와 본부노조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라며
우리 노조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와 노조가 한 몸이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KBS노조 위원장으로서,
우리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였다가 소수노조가 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조합원들의 목소리와 간절한 바람을 그동안 외면하였고,
또한 실망시켜 드렸기에 많은 탈퇴자가 생겼고,
본부노조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여
결국 KBS가 이렇게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에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거 KBS 노조에 가입하셨던 분들과 무노조 동지들께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KBS노동조합은 이번에 새로운 노조를 표방하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회사를 망치려는 세력과 회사를 망치려는 노조에 맞서

회사를 살리려고 일어서려 합니다.
KBS 노동조합은 그동안의 과거를 반성하며,
어떤 정치조직에도 편향되지 않고,
KBS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부디 다시 돌아와 주시고, 부디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무능한 경영진과 특정노조의 독선과 아집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무노조로 있는 여러분들이,
현 경영진과 특정노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KBS 노조에 가입하기엔 아직 믿음이 부족하거나,
신뢰가 부족하기에 아직 망설이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KBS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엉망으로 계속 만들어갈
세력과 노조를 견제할
유일한 대안세력, 우리노조와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과거를 반성하며,
현실을 비판하고,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미안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상문 KBS노동조합 위원장 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