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첫 번째 ‘이달의 조합원상’ 수상자로 ‘TV쇼 진품명품팀’과 보도구역 조정인 조합원이 선정

됐습니다. 우선 방송부문 수상자인 ‘진품명품팀 제작진’은 일방적인 MC교체라는 제작 자율성 침

해에 맞서 끊임없이 저항했고, 타부서 발령과 징계 등 부당한 처우를 겪으면서도 꺾이지 않았던 

뜻과 실천력이 높게 평가됐습니다. 또 조정인 조합원은 지난달 2,3대 이취임식의 기획과 연출을 

담당하면서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룬 기억에 남을 행사를 만들었습니다. 특정한 직책을 맡지 않

고 일상 업무를 하는 바쁜 상황에서도 조합의 중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심사위원

들에게 깊이 인식됐습니다. 수상자 모두 축하드립니다.  

년 월 이달의 조합원상  

오는 25일 민주노총이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총파업’을 진행합니다. 노동탄압 분쇄와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그리고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해 모두 일손을 놓고 광장에 모일 예정입니다.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날 전국조합원총회

를 개최합니다. 조합원총회는 단협에 명시된 조합원의 권리로서 조합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불안한 KBS, 위기의 

공정방송에 대해 전국 조합원들이 함께 모여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6일과 7일에는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

와 중앙위원, 전국지부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앙위원회의가 천안에서 개최되고, 18일에는 대의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조 . 합 .  일 . 정 .

다시 가슴이 뜁니다. KBS에 입사해 취재하고 기사 

쓰고 방송하는 일로만 청춘이 다할까. 문득, 자주 

애가 탔습니다. ‘KBS본부 3대 지부장’라는 이름으

로 다시 가슴이 뜁니다.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일들

로 청춘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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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품명품팀 & 조정인 조합원’

촬영만 하던 사람입니다. 앞에 나서는 것 

참 싫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에 나섰습니다. 나팔수 방송이라고 손가

락질 받는거 넘 짜증나서요!! 조합원의 뜻 

받들며 공정방송위해 작은 힘이지만 기꺼

이 내어 놓겠습니다. 새노조 3대 집행부, 

지부장님들, 중앙위원님들 파이팅 합시다. 

아자~~

박용환 | 영상제작구역 중앙위원 

진정은 | 창원경남 지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럴수록 모

두 힘을 모아 정상적인 사회를 만

들 수 있도록 합시다."

권효준 | 청주충북 지부장

재원관리국 난시청 서비스부에 근무하

고 있습니다. 본부노조 집행부로 뒤늦게 

합류한 만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종과 지역이 존재하는 본부노

조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특임

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반갑

습니다. 

문일용  | 특임국장

신 임 중 앙 위 원 ,  

지 부 장 ,  집 행 부  

인 사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