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함께 싸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가 파업을 6월 12일 종료하고 14일 복귀합니다. 

그동안 노조를 응원하며 우리들을 걱정해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우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이어

지며 더 깊어질 것입니다. 

노조는 12일 오후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사 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사는 

2주 전 이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7시간에 걸친 조합원 총회 결과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재협상을 요구했고 노조 측 협상대표 5명 전원이 단식농성을 

해왔습니다. 회사는 11일 재협상을 수용했고 노조가 요구해온 쟁의대책위원 징계와 해고자 

복직 관련 문항의 수정이 이뤄졌습니다.

14일 아침 우리는 회사로 복귀합니다. 파업사태 정리 문제는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를 통

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정보도 및 종교면 균형보도 문제 역시 새로 구성되는 노사 

공동의 ‘지면평가위원회’를 통해 감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복귀 뒤 조합원을 추스

르고 노조를 정비해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조합원 징계나 고소·고발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또 지난해 10월 해고된 조상운 전 노조위원장의 복직 투쟁도 계속 해 나갈 것입

니다.

173일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되겠지, 늦어도 두 달 안에는 끝나겠지 하면서 시작했던 파업

이었습니다. 무너뜨리기 어려운 존재를 상대로 싸운다는 게 어떤 노정이 될지, 반년에 달하

는 장기파업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고통으로 다가올 지에 대해 사실 잘 모르고 시작한 일이

었습니다. 113명이 그렇게 시작한 파업이 6개월이나 이어졌고 100명 가까운 조합원들이 남

아 파업 종료 순간을 지켰습니다. 173일, 그것은 우리와 우리 가족들의 살을 내주고 그들의 

눈물을 바치면서 하루하루 쌓아올린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둔 성과가 비록 

보잘 것 없는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겐 무엇보다 소중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고백합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희 싸움을 격려하며 힘든 순간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승패에 대한 계산

이나 이익을 떠나 혹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통의 현장과 연대하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약자들의 투쟁이나 가치를 위한 투쟁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2012년 상반기 국민일보 노조와 함께 사상 유례 없는 언론항쟁을 만들어온 MBC KBS 

YTN 연합뉴스 부산일보 동료들과의 우정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용기를 얻

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언론투쟁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이 한 시기 수 천 명의 언론인

들이 언론노동자로 각성한 경험은 한국 언론의 소중한 자산으로 축적될 것입니다. 

파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좋은 신문, 바른 언론을 만들기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됩니

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씨티에스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