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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2020지역언론 톺아보기_7월1주(1)>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 노동자 김진숙 복직 투쟁,
지역 언론 관심 저조한 가운데 KBS부산<뉴스7>은 달랐다 

지난달 23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김진숙 조합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김진숙 조합원(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이하 지도위원)은 한진
중공업의 마지막 남은 해고 노동자로 86년에 노조 활동이 빌미가 되어 해고됐습니
다. 복직을 포기하면 생활비를 지급하겠다는 회유에도 자신이 원하는 건 명예로운 
복직이라며 거부해온 김 지도위원이 다시 복직 투쟁에 나섰다는 소식은 다양한 매체
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경향신문] 김진숙 “내 목표는 정년이 아니라 복직”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6231641001
&code=940702

*[민중의 소리] “제 꿈은 정년 아닌 복직” 마지막 복직 투쟁 나선 김진숙 지도위원
https://www.vop.co.kr/A00001496135.html

*[한겨레] ‘정년 앞둔’ 한진중 마지막 해고자 김진숙을 아시나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641.html

*[프레시안] ‘빨갱이’ 몰려 한진중공업서 해고당한 노동자 김진숙의 ‘복직 투쟁’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62313484600138?utm_source=
naver&utm_medium=search

*[여성신문] ‘희망버스’ 김진숙 한진중공업 해고자, 마지막 복직 투쟁 나선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58

*[연합뉴스] “일하고 싶다” 한진중 해고노동자 35년째 복직 투쟁
https://www.yna.co.kr/view/AKR20200623094400051?input=1195m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641.html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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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은 부산의 대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유일한 여성 용접사로 일
하다 해고된 김진숙 지도위원의 마지막 복직 투쟁을 지역 언론은 크게 주목하지 않
았습니다. 

국제신문은 6월 23일 4면 하단에 <한진重 해고자 김진숙 씨, 마지막 복직 투쟁 나
선다>를, 부산일보는 같은 날 11면 우측 중단 2단 기사로 <‘희망 버스’ 상징 김진숙 
지도위원 ‘해직 35년’ 한진중공업 복직 투쟁>을 실었습니다. 지난 2011년 한진중공
업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85호 크레인에 올라 무려 309일간 고공농성을 펼친 부산지
역 노동 인사 김진숙 지도위원. 그의 복직 투쟁 소식에 지역 신문이 보여준 관심의 
크기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방송 뉴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산MBC와 KNN은 관련 보도가 단 1
건도 없었습니다. KBS부산 뉴스9는 <한진重 해고 노동자 김진숙 씨 복직 투쟁 시
작>(6/23)을 보도했지만 이마저도 마지막 순서에 단신으로 처리돼 전달됐습니다. 

▲ KBS부산 뉴스7, 7/1, <짤막K토크> 화면 캡처

그런 가운데 KBS부산 뉴스7 <짤막 K토크>가 눈에 띄었습니다. <짤막 K토크>는 김
진숙 지도위원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11분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1분 30초 리포트
라는 시간 제약을 깼기에 35년 전 해직 당시 노동 조건이 어땠는지부터 최근 김진
숙 지도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노동계 현안까지 두루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
다 <해직 35년 만에 다시 나선 복직 투쟁>(KBS부산 뉴스7, 7/1) 편은 ‘김진숙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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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복직 촉구 기자회견’ 이후 언론이 주목하지 않았던 김진숙 지도위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81년에 한진중공업에 입사해 86년에 해직된 김진숙 지도위원. 2020년인 올해는 
김진숙 지도위원의 정년이기도 합니다. 올해 해결하지 못하면 김진숙 지도위원은 한
진중공업의 영원한 해고 노동자로 남게 되는 건데요. 지역 언론의 관심이 더욱 간절
해지는 이유입니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복직 문제 해결에 지역 언론 또한 적극적인 
취재와 후속 보도로 함께해 주길 기대합니다. 

_관련 기사
7월 1일, KBS부산 뉴스7 <짤막 K토크>, <해직 35년 만에 다시 나선 복직 투쟁>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62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