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청소 노동자 파업
학생들이 지지하고 연대하자
개강과 동시에 시작된 대학 내 청소·경비·시

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거세게 공격하는 데에

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3월 3

배경이 있다. 대학 당국들은 매년 가파른 임금 상

일 14개 대학 1천 6백여 명의 노동자들은 시급을

승률을 따내며 승리해 온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7천 원으로 인상하고, 대학과 노동인권협약을 맺

을 눈엣가시로 생각해 왔다. 또한 청소 노동자들

자고 요구하며 파업과 투쟁에 나섰다. 고려대와

의 투쟁이 구조조정이나 등록금 등으로 고통 받

경희대 노동자들은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

고 있는 학생과 교직원 노동자들에게 미칠 파장

고, 고려대에서는 본관 농성을 진행 중이다. 그리

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고 연세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노동자들도 무기
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대학 당국은 노동자와 학생 사이를 이간질하
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화여대 부총학생회장

노동자들이 일손을 놓자 학교는 쓰레기장이

은 “학교가 등심위 회의 때 노동자 임금 10% 인

되고 있다. 청소 노동자들의 말처럼 “학교는 단

상해야 돼서 등록금 인하의 여유가 없다고 말했

한 번도 저절로 깨끗해진 적이 없었다.”

다”며 대학 당국의 뻔뻔한 거짓말을 폭로했다. 대

이런 중요하고 감사한 일을 하는 노동자들에
게 대학 당국은 최저임금 약간 웃도는 수준의 돈

학 당국은 같은 논리로 ‘등록금이 인하돼서 임금
을 올려 줄 수 없다’고 노동자들에게 말했다.

을 주고 있다. 그런데도 대학 당국은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둥 “작년에 임금이 많이 올

뜨거운 지지

랐다”는 둥 뻔뻔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대학 내 노동자들의 투쟁은 개강 첫
날부터 학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며 뜨거운

책임 회피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학생들이 집회 중인

노동자들은 “학교가 우리에게 주는 돈이 많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캔 커피를 전달거나 박수를

다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라면에 김치
만 먹고 숨쉬기 운동만 하고 절대 아프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치며 뜨거운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연대에 감동하며 투지
를 다지고 있다. 대학 당국은 노동자에겐 저임금,

대학 당국과 용역업체들은 ‘매년 임금 올려달

학생에겐 고액 등록금을 받으며 돈을 쌓아왔다.

라고 떼쓰는 것을 참지 않겠다’는 태도다. 고려대

이런 대학 당국에 맞서 싸우고 있는 청소·경비·시

와 경희대는 직원들에게 청소를 대신 시키면서까

설관리 노동자들의 투쟁에 우리 학생들이 더 많

지 노동자들의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

은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심지어 대학 당국은 용역업체에게 “무노동
무임금*을 철저히 적용하라”는 말을 했다. 노동자

* 무노동 무임금 : 파업기간에 임금을 주지 않는
다는 것으로 파업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논리다.

들 앞에선 “용역업체와 대화하라”며 책임을 회피
해 놓고 뒤에선 상황을 조종해왔던 것이다.

대학 당국이 이렇게 강경한 이유는 최근 박
근혜 정부가 ‘허리띠 졸라매기’를 시도하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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