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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된 철도노동자의 외침!!
28일 국토부 앞 집회에서 '철도통합', '인력충원' 등을 요구
사진 1.

28일 14시에 서지본 쟁대위 주최로 세종시 정부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집회가
열렸다. <2019년 임금 및 특단협 승리를 위한 지방본부 릴레이 결의대회> 중
하나로, 27일 부산지방본부의 대전 철도공사 앞 집회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집회에 모인 800여 명의 서지본 조합원들은 철도통합, 인력충원, 비정규직 합의
이행, 인건비 정상화 등 철도노조의 4대 요구안(이하 4대 요구안)을 구호로 외치
며 투쟁의지를 다졌다.
황상길 본부장은 4대 요구안을 언급하며 "우리의 요구안을 문재인 정부와 철도
공사가 계속 무시한다면 9월 말 총파업을 비롯한 총력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우
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기필코 승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서지본 소식 2면

(1면에서 계속)
조상수 위원장은 "수시채용 권한이 있는 국토부는 계
속 인력충원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4일부터 예정되
어 있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인 가결을 조
직해달라"고 말했다. 현장투쟁 중인 구로승무지부와
안산승무지부,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코레일관광개발
지부에서 발언한 뒤 국토부 앞에 "고속철도 통합하
고, 관제권 분리 철회하라"고 적힌 리본을 매다는 상
징의식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철도통합을 논해야하는 시점에 관제권을 분리한다고?

통합이
대세다

국토부는
관제권 분리

중단하라!

국토부가 관제권을 분리하기 위한 수순을 진행하려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국토부 내 별도의 관제
센터를 설치하며 철도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
는 관제권을 행사한다. 철도공사는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국토부 연구용
역 보고서에 적혀있다. 이는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철
도공사가 관제권을 행사하는 현재 방식에서 크게 벗어
나며 그동안 통합이 곧 안전임을 주장해온 철도노조의
기조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전
망이다.

서지본 집행부, 28일 집회전 국토부 앞에서 선전전
서울지방본부 쟁대위 간
부들은 28일 국토부 앞 집
회가 있기 전 12시부터
13시까지 철도노조 4대요
구안을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서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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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교육 일정
서지본에서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지
구별 조합원 교육이 마무리되고 있
다. 30일에는 서울, 수색, 영등포, 수
원, 청량리, 성북 등 6개 지구가 각 3
회씩 배정된 교육을 모두 마치고 다
음 달 3일에는 아래 계획 대로 원거
리 조합원 교육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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