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착오적 양심 징계를 철회하라

  회사가 결국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갔다. 사측은 오늘, ‘MBC의 세월호 보도 참사’에 대한 실명 사죄
글을 인터넷에 올린 권성민 PD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유가족 폄훼 리포트 기사
를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 우려를 표명한 신지영 기자에 대한 재심에서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확정
했다.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인사권 남용이자 민주적 가치에 대한 전면적인 도발이다. 

  우리는 거듭 주장해 왔다. 권PD는 오보와 누락에, 유족 폄훼까지 이르렀던 세월호 보도 참사를 경영
진 대신 사과했고, MBC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시청자들에게 호소했다. 회사에 대한 애정
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충언(忠言)이었다. 그런데도 사측은 그 충정과 진정성을 무시하고, 일부 표현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내렸다. 권PD가 지적한 ‘MBC의 비정상’에 대한 반성과 고민은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지금 ‘MBC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해사 행위를 하는 자’는 권PD가 아니라 사과 대신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경영진이다. 

  권PD에 대한 징계는 무엇보다 개인의 양심에 대한 탄압이라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다. 입사 3년차의 
젊은 예능 PD를 억압해 회사가 얻으려는 것은 ‘공포를 통한 침묵’이겠지만, 구성원들의 양심은 통제의 
대상이 아니다. 이미 예능 PD 48명이 그리고 PD협회 소속 PD 172명이 이름을 걸고 사측의 폭거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신지영 기자에 대한 징계 또한 문제투성이다. 우선 몇 시간 뒤 방송될 논평 성격의 기사 초고가 
‘비밀’에 해당되는지, 입사 동기들과 공유한 것이 ‘외부유출’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
다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카카오톡 채팅방’에서의 대화 내용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몰이해와 독재적 
발상이 결합된 그야말로 군사정권식의 탄압이다. 

  오히려 회사는 입사 동기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있었던 개인간의 대화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
지 그 ‘사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 또 입수경로를 밝히지 않고 회사 구성원 전체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사인간의 대화 내용을 버젓이 올린 박상후 전국부장의 행위를 처벌해야 마땅하다.   

  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지만 회사는 듣지 않았다. 우리는 이제 사측의 부당 징계의 전모를 
밝혀내고, 무효화시키는 투쟁에 나설 것이다.   

  징계의 폭력으로 입을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회사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세월호 보
도 참사’의 진상은 결국 밝혀질 것이다. 유가족 폄훼 모욕 보도와 막말을 옹호하고 감싸면서 이를 비판
하는 목소리는 철저하게 탄압하고 징계하는 MBC의 비정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안광한 사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의 몫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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