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노동자·서민 쥐어짜는
부패한 박근혜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날 -

125주년 메이데이에 학생들이 함께하자!
메이데이는 1886년 5월 1일 들불처럼 타올랐던

박근혜의 세월호 진실 파묻기에 맞서 노동자들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한 투쟁을

함께 투쟁해 왔다. 박근혜는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

기리면서 시작됐다. 이후 노동자들은 메이데이를 계

를 만들어 낼 민영화와 규제완화도 계속 밀어붙여

기로 노동조건 개선, 제국주의 전쟁 반대, 사회 혁명

왔다. 이는 기업들에게는 이득을 보장해 주면서 노동

등을 위해 투쟁해 왔다. 남한에서 메이데이는 일제와

자들을 쥐어짜고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독재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아 왔다. 이승만은 메이

노동자 공격의 일환으로 박근혜는 ‘노동시장 구조개

데이를 아예 없애 버렸고, 박정희는 메이데이 대신

혁’의 이름으로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 쉽게 하고, 비

‘근로자의 날’을 제정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노동

정규직을 더 많이 만들고, 임금을 더 줄이는 정책을

자들의 투쟁이 강력하게 벌어지자 김영삼 정권은

밀어붙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운운

1994년 ‘근로자의 날’을 다시 5월 1일로 변경하고

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

휴일로 제정했다. 메이데이는 전 세계 노동자들이 연

에게도 ‘눈높이’를 낮추라며 저질 일자리를 감내하라

대, 단결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투쟁의 날로 자리매김

고 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한다면서 공무원연금도

해 왔다.

개악하려 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시작으

올해 메이데이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고 경제

로 추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까지 개악하려고 한다.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전가하는 부패한

이는 오히려 국가의 노후에 대한 책임을 ‘미래세대’

박근혜 정부에 맞선 투쟁의 날이다. 박근혜 정부가

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구조에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날로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을 저지하고 세월호의 진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사실들이 더 밝혀져 자신의 정

을 밝히기 위해 민주노총은 메이데이에 10만 노동자

당성이 더 추락하고 앞으로 추진하려는 경제 위기

를 서울에 모으겠다고 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불참

고통전가 시도에 차질을 줄까 봐 걱정한다. 그래서

을 선언한 한국노총도 메이데이 때 12만 노동자를

박근혜는 집요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해 왔다.

모은다고 한다.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 강력해지

심지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쓰레기 시행

고 커진다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령”을 발표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다.

전가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으려는 박근혜의

박근혜 정부는 ‘성완종 리스트’로 위기에 빠진 상황

시도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유가족들의 거센 반발과 항의 운동의 압력 때

학생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힘을 주고 노동자

문에 차일피일 미루던 세월호 인양을 공식 선포했다.

들의 투쟁이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를 건설하

그러나 진상규명을 어렵게 하는 시행령은 포기하지

자. 이후에도 꾸준히 벌어질 노동자 투쟁에 대한 청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메이데이 때

년·학생들의 연대는 박근혜 정부를 위협하는 강력한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하며 시행령 폐기를 위해 투쟁

무기가 될 것이다.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가합시다
5월 1일

2015 세계 노동절 대회 오후 3시 서울시청광장
세월호 추모문화제 - 진실을 밝혀라 밤을 밝혀라 오후 7시 광화문광장
청와대를 향한 행동, 대통령령 폐기하라 오후 8시
*5월 1일부터 2일 낮까지 세월호 시행령을 폐기하기 위한
철야 행동이 진행됩니다. 철야 행동에도 함께 합시다.

2015.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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