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지역을 넘어, 업종을 넘어, 세대를 넘어
강요되는 절망에 맞서
희망을 찾으려는
우리 시대의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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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우리 시대 모두의 운명과 관계된 이야기다

깔깔깔 희망의 버스는 2011년 6월 25일 기획되어, 10여 일 만에 출간된 책이다. 이 책에 실린 글 가운데, 책으로 만들
어지기 위해 쓴 글은 없다. 그 대신, 불법 해고에 맞서 20여 년이 넘도록 복직 투쟁을 하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원이자
부산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이 85호 크레인에 오른 이후,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언론에 기고되었던,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트위터를 통해 전달된, 그리고 광장에서 읽혔던 글과 목소리들과 몸짓으로 이루어
져 있다.

이 책은 기업의 불법적인 해고에 맞서 20여 년 넘게 싸워 온 한 해고 노동자가, 여전히 불법적으로
가해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맞서 싸워 온 기록이자, 해고 노동자들이 또 다른 해고 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연대사이며, 한국
사회가 이들에게 보내는 응원의 목소리다. 하지만 이는 또한 우리 시대 모두의 운명과 관계된 이야기다. 김진숙이 부산 영도 조
선소 85호 크레인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그 순간, 거제도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철탑 위에서 강병재 씨가 목숨을 내걸고
있었다. 재능교육 해고 노동자들은 시청에서, 발
레오공조코리아 노동자들은 충정로에서, 현대자
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울산과 서울 양재동에
서,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부평에서 잃어버린 삶을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 당신과
내가 다시 이 서러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지 모
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절망을 넘어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우리
에게 달려가 안아 주고 싶었다. 그래서 “희망의 버
스”가 만들어졌다. 이 희망버스는 누구나 탈 수 있
고, 무엇보다 해고노동자가 또 다른 해고노동자와
연대하고, 우리가 우리와 연대하는 버스다. 지역
을 넘어, 세대를 넘어, 업종을 넘어 이어지고 있는
절망을 깨고 희망을 만들어 가는 버스다. 이 책은
이런 희망의 몸짓에 대한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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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깔깔 기획단┃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는 2008년 기륭전자 비정규직, 뉴코아-이랜드, KTX 여승무원, 코스콤 비정규직 등의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눈
물과 아픔을 보며 860만 명에 이른 비정규직 세상은 이제 그만! 이라는 각성으로부터 출발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의 백만 행진 사업으로 시작되
었습니다. “연대만이 희망이다”라는 꿈을 담아서요. 그 진행팀인 ‘깔깔깔 기획단’은 예쁜 고깔모자를 썼습니다. 모든 잘못된 권위와 폭력을 풍자와 해학의 마음으
로 뛰어넘어 모두의 삶이 조금은 더 즐겁고 행복한 세상을 꿈꾸자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깔깔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