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고통 전가 반대!
복지 공약 파기·노동 배제·공안통치 강화, 박근혜 정부 규탄!
한반도 긴장 부추기는 한미 군사동맹 강화 반대!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메이데이에 함께합시다!
메이데이(5월 1일 세계 노동절)가 올해로 123주년을

이에 맞서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벌어지고 있다. 2011

맞이한다. 메이데이는 투쟁하는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

년 아랍지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낳은 고통에 항의하는

과 투쟁의 날이다.

저항이 들불처럼 터져 나왔고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급

메이데이는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

기야 독재자들을 타도하는 혁명으로 발전했다. 그리스·

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투쟁을 국제적으로 기념하기

스페인 등에서도 임금과 복지 삭감에 맞서 노동자들의

시작한 데에서 비롯했다. 지난 120여 년 동안 각 나라의

총파업과 청년들의 광장 점거 운동이 분출했고 지금도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계기로 노동 조건 개선, 제국주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의 전쟁 반대, 사회 혁명 등을 위해 투쟁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현

올해 메이데이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위기가 계속되

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는 상황에서 치러진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경제

싸우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 공공의료를 지키고자

위기는 유로존 국가들, 미국과 북미, 중국과 일본 등 동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보건노동자들의 투쟁, 민영

아시아 경제권 모두가 위기를 겪고 있는 1930년대 대불

화에 반대하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 등 경제 위기

황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의 위기다.

고통 전가에 맞선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진주의료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탐욕적 이윤 경쟁 때문에 체제
가 위기에 빠졌는데도,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경제적·

원 폐업을 둘러싼 최근의 투쟁은 박근혜 식 ‘복지’가 얼
마나 사기극이었는지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다.

지정학적 패권을 둘러싸고 서로 더 치열하게 다투느라

그래서 올해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

세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

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를 메이데이 3대 기조로 내

을 경계하면서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천명하려는 미국의

걸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또한 이번 메이

대응은 한반도 주변에서 위험천만하게도 군사적 긴장을

데이 행동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복지 공약을 누더기로

고조시키고 있다.

만드는 것에 항의하고 최근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대

다른 한편,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

북 압박과 군사훈련 등에도 반대할 계획이다.

는 데에는 일치 단결하고 있다. 각 나라 지배자들은 그

특히 이번 메이데이는 박근혜 집권 후 첫 메이데이다.

형태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임금과 연금 삭감, 물가 인

박근혜는 지배계급과 우파들의 결집을 발판으로 대통령

상, 복지 삭감 등을 밀어붙이며 노동계급을 공격하고 있

에 당선했지만, 복지 공약 ‘먹튀’와 누더기화, 철두철미한

다.

부패 인사, 우파 본색 드러내기 등 때문에 임기 시작부

함께 참가합시다!
터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올해 메이데이 행동은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선 노
동자들의 대규모 행동이자,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항의
하는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정치 집회가 될 것
이다.
우리 대학생들도 평범한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공공성 쟁취!

123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대회(서울대회)
5월 1일 (수) 오후 3시 서울광장
주최: 민주노총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함께 메이데이 행동에 참가하자!
하고,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적

노동3권 보장!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압박과 남한 정부의 협조에 반대하자! 복지 공약을 누더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연대

기로 만들고 노동 배제를 일삼고 공안기구들을 강화함
으로써 반민주적 탄압을 준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함께 항의하자!

2013년 4월 23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4월 28일 (일) 오후 2시 보신각(1호선 종각역)
주최: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 인천이주운
동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문화제
4월 25일 (목) 오후 7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주최: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

010-5678-8630, stu.alltogether.or.kr

간접고용 철폐,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쟁취

금속노조 결의대회
4월 26일 (금) 오후 4시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주최: 금속노조

참가 문의 :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집중집회
4월 26일 (금) 오후 7시 30분 덕수궁 대한문 앞
주최: 쌍용차범대위 / 주관: 금속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