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굴뚝일보
굴뚝 위아래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굴뚝 소식 정론지2014년 12월 24일 (수) 제3호

쌍용차 굴뚝 농성 12일째, 사측과의 협상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어제부터는 하루 두 끼 식사가 굴뚝 위로 올라가고 있으며, 

인권단체들은 인도적 차원에서 굴뚝인들에게 방한용품과 의약품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마음 졸이며 사

측의 협상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굴뚝 아래에서는 어제 금속노조 주최의 집회가 열렸고, 이번 주 토요일에도 집회가 

있습니다.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는 여전히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부산역 앞에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SNS에서도 많은 이들이 굴뚝을 향해 응원하고 있습니다. 굴뚝일보는 두 굴뚝인을 위

한 크리스마스 선물로 우리의 목소리를 모아보았습니다. 이 선물이 조금이나마 그들의 마음을 덥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똑, 굴뚝에서 우리 목소리 잘 들리세요?

쌍용차 굴뚝 농성은 반노동을 넘

어 살노동으로 가고 있는 과잉친

기업 한국 사회에 대한 항의이

자 경고다. 공장에서 일하고 싶

어 굴뚝에 올랐다는 지극히 평범

한 요구에 우리는 답할 의무가 있

다.  _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미 26분의 목숨을 앗아간 죽음의 행

렬을, 연대만이 멈추게 할 수 있습니

다. 우리 모두가 굴뚝에 올라갈 수 없

지만, 올라가신 분들을 지지·응원하

고 각자 힘만큼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도덕적 의무입니다. 이는 우

리 자신의 이해관계 문제이기도 합니

다. 누구든 정리해고의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_박노자(오슬로대 교수)

많은 이들이 사회가 싫고 

사람이 미운 병을 앓고 있

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두 분께, 두 분과 함께

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

니다.  _정희진(평화학 연구자)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은 우리다.” 호

피 인디언 속담으로 알려졌던 이 말은 

사실 미국 민중들 사이에 구전되어온 

작자 미상의 문장입니다. 우리를 구원

할 수 있는 존재는 메시아니 미륵불 같

은 숭고하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깨 곁고 함께 싸우는 우리 자신뿐이

라는 이 간명한 진실.  _박권일(칼럼니스트)



굴뚝일보는 매일 발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굴뚝 농성이 하루라도 빨리 타결되길 바라는 마음이었기에 차마 ‘주간 굴뚝’이나 ‘월간 굴뚝’ 혹은 

‘계간 굴뚝’과 같은 제호를 내걸 수 없었습니다.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제호 사용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굴뚝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연대로 배포됩니다. 굴뚝일보 페이스북(www.facebook.com/gultukilbo)에 올라온 파일을 다운받은 후 출력하여 

자유로이 주변에 배포해주시면 됩니다. 제보, 기고를 비롯한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gultukilbo@gmail.com)로 연락 바랍니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관심 가지던 시대가 

지나가고,  난장이들이 직접 하늘로 올라가는 시대가 

왔네요.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 연대

하겠습니다.  _이두찬

동지들의 끝없는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되기를  스타

케미칼 굴뚝에서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투쟁!  _차광호

공장의 정문이 다시 감색 작업복 물결로 출렁이는 그날이 빨

리 돌아오면 좋겠네요.(박경석) 한 방향이 아닌 사방으로 퍼지

는 연기꽃처럼 연말에 여기저기에서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길 

간절히 바랍니다.(Eun Sook Lee)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는 뚝

심 있는 남자들! 일명 굴뚝남!(권지영) 청소할 때 빼고 굴뚝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하여!(하모호모) 노사 화합 노

사 가족/침 튀기며 외쳐놓고/어쩌자고 뒤통순가/수백억 원 손

배 때려/목숨 끊고 거리 천막/떠돌면서 울뚝불뚝/함께 살자 외

치노라(이동슈)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살고 싶을 뿐인데/어쩐지 

하늘에 좀더 가까운 곳에 자리한 이들/동장군 엄동설한 뼛속 

시린 추위에도 눈물 흘리며 웃어넘기는 두 사람//오늘도 삶이 

굴뚝 위에 드리운다(박진웅) 굴뚝에서 승리의 봉화가 피어오

르길 기원합니다!(Su Hai) 당신들은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

잡는 이 시대의 굴뚝 청소부!(최윤

경) 크리스마스 전엔 쇼부를 봐야

지. 산타 할아버지 굴뚝 드가다 깜

놀할라!(최미경) 굴뚝이 높다 하

되 하늘 아래 뚝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반드시 복직된다! (박태수) 

굴: 굴뚝 위의 냉혹함을/뚝: 뚝심으

로 버텨보자구요/일: 일상 속의 투

쟁을/보: 보라! 그대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이한열이다.(배민정) 동지

들의 의로운 투쟁이 있어 천만 노

동자가 오늘도 웃습니다. 승리가 눈 

앞에 보이네요. 사랑합니다.(서주

용) 공장의 연기를 뽑아내는 굴뚝

처럼 사회의 숨통이 트이길 소망합

니다.(고재중)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은 한 송이의 꽃에서 시작

되는 것처럼, 두 분의 어려운 결단과 희생이 시린 겨울

을 보내고 있는 동료들에게 꼭, 봄을 안겨다줄 것을 믿

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마지막 과정,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_리듬

누군가의 하룻밤 생사가 이렇게 궁금하기는 처음입

니다. 아침이면 간밤이 어땠는지 서둘러 찾아봅니다. 

세상 모든 것에 기원합니다. “추위야, 그 굴뚝은 지나

지마오.” _nalini

수많은 말과 생각이 오가는 트위터에서 유독 눈에 진득하게 꽂

히는 것이 70미터 상공의 굴뚝 소식입니다. 땟거리를 챙기거나 

추위에 옷깃을 여미고 흰소리에 깔깔댈 때 흠칫. 굴뚝 위가 아

닌 땅에서 함께 깔깔대고 싶습니다.(은리) 커다란 열기구를 띄

워서 쌍차 70미터 굴뚝 옆에 정차시키고 싶다. 기구의 열기라

도 쬐실 수 있게.(amisdame) 모두가, 부당한 것에 할 말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 모두가, 일하는 곳에서 정당하게 일할 수 있는, 

그 길을 밝혀주는 등대지기가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미안합니

다.(울먹울먹) 제 팔뚝은 굴뚝만큼이나 굵지만 짧아서 닿지못

하고 몸뚱이는 넓쩍하지만 가볍지 않아서 날아오르지 못합니

다. 그래도 제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래서 소리칩니다. 허니버터칩 구

해놨다! 같이 먹자! 함께 살자!(우

연) 허니버터칩이 굴뚝에 몸을 기댔

다. 얼음꽃 눈송이와 눈물 같은 빗

방울이 허니버터칩에 처연히 스며

들었다. “꿀이 젖어 흐를 것 같아.” 

허니버터칩이 속삭였다. “전원 복직

한 뒤에도, 영원히 함께 있을게.” 굴

뚝이 따스하게 대답했다.(Pirx)

따스한 연대 메시지 보내주신 조국, 정희

진, 박노자, 박권일님, 함께하는 마음 담

아 글을 써주신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모

든 분들, 그리고 그림을 제공해주신 김보

통님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