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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기다림은 없다!
대구MBC는 바우처 전환 계획 폐기하라!
2019년 1월 31일 대구MBC 비정규직 노동자가 힘을 모아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
회를 만들었다. 벌써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다온분회는 노사 교섭을 위해 수많은 공문을 보냈지
만, 회사는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만남을 미뤄왔다. 다온분회는 대구MBC일원으로 사옥 매각과 신규 사
옥 문제, 지역방송의 어려움 등을 알고 있었기에 기다렸다.
코로나19로 대구뿐 아니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대구MBC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대구MBC의 일원으로서 고통을 분담하여 일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MBC는 약속한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아니라 22년간 일한 조합원의 기본급을 폐기해 건당 바우처로 전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인력이 부족할 때
만 대구MBC의 구성원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하면 프리랜서인가?
회사는 항상 기다려달라 말했다. 조합원이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할 때도, MBC 파업으로
월급을 받지 못할 때도 너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들다고 했다.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20년이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심지어 이번에는 개인 면담을 통해 건당 바우처로의 임금 지급 전
환을 통보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지우고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
더 이상 회사의 말만 믿고 기다리지 않겠다. 우리는 바우처 전환계획 즉각 폐기 및 노사 교섭을 요구
하기 위해 3월 24일을 시작으로 조합원 피케팅을 시작했다.
다온분회 출범 이후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 조합원 4명이 회사를 떠났다. 상근직이었지만 프리랜서라
불리며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 이들은 퇴사 후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고, 퇴직금
과 함께 야간 휴일 수당, 연차 수당, 주휴수당을 받았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줄 수 없다던 임금을 조합
원들은 퇴사 후에야‘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음으로써 지급받은 것이다.
다온분회는 대구MBC에 작은 변화를 기대했다. 하지만 마주한 건 다시금 시작된 오랜 기다림이었다.
대구MBC는 여전히 다온분회를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바
로잡지 않고 약속한 처우개선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조합원을 잃을 수 없다. 다온분
회는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대구MBC는 바우처 전환 지급 계획을
폐기하고 교섭요구에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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