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회
[ 성 명 서 ⑩ ]

2018. 4. 10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3층 기독교타임즈

Tel.02-399-4388

취재 통제를 공식 요청한 송윤면 사장은 사퇴하라
편집국 기자를 채증한 이명국 부장은 “줄 잘 서지 그랬냐”는 말 책임지고 떠나라
감리회 축제인 2018년도 연회가 한창인 요즘, 일선에서 취재에 전념해야 할 편집국 기자들이 전명구·송
윤면 목사의 노욕으로 인해 취재 방해를 받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송윤면 사장은 지난 3월 30일 전국 연회에 ‘취재 협조’ 공문을 보냈다. 송 사장은 “현재 징계 논의 중
인 기자들이 보도를 전제로 한 취재행위를 벌이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취재 통제를 요청했
다. 이는 명백한 취재 방해다. 전명구·송윤면 목사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인사를 밀어붙이는 것부터 신
문 파행, 취재 방해, 부당 징계, 임금 체불 등 공모책동까지, 부당한 지시에 맞서고 있는 기자들을 우
롱하는 처사를 끝도 없이 벌이고 있다.

게다가 연회 취재 협조를 바라며 ‘기독교타임즈 공식 취재 담당 직원’을 ‘총무국 이명국 부장과 불법 파견
중인 김혜은’이라고 명시했다. 전명구·송윤면 목사는 스스로를 감리회 목회자로 여기고 있다면 제발 법부
터 제대로 지키길 바란다. ‘교리와 장정’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전명구·송
윤면 목사는 깨닫는 바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규칙쟁이(Methodist)의 후예’라는
말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불법을 저지르는 주체가 정녕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총무국 이명국 부장은 노보 배포와 정당하게 취재 중인 기자들을 채증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지 않았
다. 연회에서 만난 한 기자에게는 “그러게 줄을 잘 서지 그랬냐”며 편집국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 역
시 감리회 목회자라는 것이 부끄러울 뿐이다.

더욱이 전명구 목사는 감독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승복하기보다 자
신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스스로 항소를 결정함으로써 감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낙하산 인사를 강행해 정상적인 신문 발행을 막고 편집국을 폐쇄
하기까지 했다. 아울러 송윤면 목사는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으로서 최소한의 자각이 있다면 이제라도 언
론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언론파괴에 앞장서기보다 경영 개선에나 집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밖에 모르는 권력은 언젠가 반드시 심판받는 사실을
최근 두 전직 대통령의 비참한 최후에서 목도하고 있다. 스스로를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부디 역
사가 알려주는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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