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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뉴시스지부

[9기 성명]
누구도 뉴시스를 '제2의 유성기업'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사랑하는 뉴시스가 뉴시스답게 존재할 수 있도록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뉴스통신사로 인정
받고자 경쟁사와 싸웠던 것처럼,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꺼내쓰던 옛 사주를 몰아내기 위해 싸
웠던 것처럼, 구성원을 제멋대로 휘두르고자 노조를 파괴하려는 머니투데이그룹과도 싸우겠습
니다.
머니투데이그룹이 2014년 뉴시스를 인수할 때만 해도 내심 기대했습니다. 무능한 사주 아래
지휘도 보급도 없이 각자 출입처에서 각개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머니투데이를 유력 경제
지로 만든 추진력 아래 지휘도 보급도 받으며 경쟁사와 신명나게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
고...
하지만 머니투데이그룹 인수 5년만에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머니투데이그룹은 경쟁사
와 싸움을 위한 뉴시스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무노조 경영 '이라는 철 지난 신념을 강제이식
하고자 뉴시스 노조를 무력화 하는데 그들의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편집국내 CCTV 설치, 취업규칙에 없는 연봉제 채용, 야근·철야·휴일근무 금지, 평가지표
도 공개하지 않는 차등적 성과급 등 일련의 행동은 창조컨설팅의 자문 아래 진행된 유성기업
노조파괴 행위를 연상케 할 정도로 '노조 와해'라는 목적성이 물씬 묻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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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은 회사 입구와 사무실에 CCTV와 몰래 카메라를 달아 놓고 조합원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했습니다. 뉴시스에도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은 CCTV가 회사 입구와 사무실에 달려 있
습니다. 사측 주장대로 도난 방지 목적이라면 촬영범위 공개 요구를 묵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취업규칙에도 없는 연봉제 도입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니투데이그룹은 그간 연봉제 조합원들과 연봉 협상 과정에서 개인의 가정사를 언급하며
모욕을 주고 노조 탈퇴와 활동 중단도 종용한 것으로 압니다. 객관적인 평가지표도 공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금액을 책정해 사인을 강요한 것은 기본입니다.
호봉제 조합원들에게는 노조를 비난하면서 노조를 탈퇴하고 연봉제로 전환하면 급여를 올려
주겠다는 '이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임단협 과정에서도 호봉제는 계속 임금 동결이라고 하
면서 연봉제로 전환하면 임금을 많이 올려주겠다는 회유도 속출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해야 야근·철야·휴일근무를 시켜주겠다는 식의 공지도 내려 보냈습니다. 급
기야 야근·철야·휴일근무가 일상인 기자직을 공짜 근무 강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포괄연봉제
로 채용하려는 시도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야근을 줄이고, 삶과 휴식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
문이 맞습니까?
머니투데이그룹이 인력 충원은 커녕 야근와 철야, 주말근무를 '제한'하면서 그간 뉴시스를
지탱했던 시스템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구성원 사이에서는 '삶과 휴식의 균형'은 커녕 구성원
사이에서는 '이미 뉴시스는 뉴스통신사를 포기한지 오래다', '뉴스1을 위한 사석(死石)이됐다'라
는 자조 섞인 한탄만 터져 나옵니다.
사측의 선의는 보이지 않고 노조에 대해 철저히 배제 전략을 구사했던, 노조를 탈퇴하면 떡
고물을 내려줬던, 연봉과 성과급을 마음대로 차등 지급해 구성원들을 관리자들에게 굽실거리
게 만들려 했던, 연봉과 성과급 몇 푼에 구성원을 동료가 아니라 경쟁 관계로 분리시키려 했
던 유성기업이 오버랩 되는 것은 '저성과자', '불만분자', '월급도둑'이기 때문입니까.
우리는 성과평가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연봉제를 백안시 하지도 않습니다. 객관적인 잣대 없
는 성과평가와 연봉제, 노조를 무력화하고 구성원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차별의 도구로 악용
되는 성과평과와 연봉제에 저항할 뿐입니다.
뉴시스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사측에 진심 어린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무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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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사원 토론회 같은 전향적인 조치도 제안합니다. 5년전 "쉽지 않은 싸
움이 될 것"이라고 구성원들을 다독이던 '선배'를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2월14일
뉴시스 9기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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