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공장 사수 투쟁 정당하다!
민주노조 파괴 중단하라!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이 7월 25일부터 직장폐쇄

갑을상사그룹은 연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늘리고 전

에 맞서서 공장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진정한

체 그룹 매출을 2조원대로 키웠다. 노동자들을 쥐

“공장의 주인”인 노동자들은 민주노조 파괴를 막아

어짜내 배를 불려 온 것이다. 사측이 지난해부터 노

내기 위해 자신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공장을 사수

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무시하며 임단협 교섭

하면서 불볕 더위도 아랑곳 않고 투쟁을 이어가고

을 해태하는 동안 경영진들의 연봉은 12억 원이나

있다.

늘었다. 노동자들에게 주는 임금은 그토록 아까워

갑을오토텍은 자동차 내 에어컨 등 주요 부품

하는 사측은 ‘월 5백 10만원짜리’ 용역을 모집하면

을 생산하는 회사로,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내는 것

서 노조파괴에 혈안이 돼 있다. 이제 사측은 8월 1

에 저항해 온 민주노조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거듭

일부터 용역경비 인력을 공장에 배치할 것이라고

벌여왔다. 2014년 말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

한다. 벌써부터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

이 확대되고 주간연속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사측

려들이 나오고 있지만 경찰은 “중립” 운운하며 수

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외주화를 확대하는 등 공

수방관하고 있다.

격을 벌였고, 지난해에는 특전사·경찰 출신자들을

사측의 비열한 시도가 성공한다면 갑을오토텍은

생산 현장에 투입해 무자비한 폭력까지 휘두르며

말 그대로 지옥 같은 공장이 되고 말 것이다. 이명

복수노조 설립을 기도했다.

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자동차 부품사 노조들에 대

그러나 갑을오토텍지회는 지난해 6~7월 7일간

한 연이은 공격은 이 나라 핵심 산업인 금속부문에

의 전면 파업으로 현대·기아차의 부품 공급에 차

서 임금과 노동 조건 후퇴를 더 손쉽게 받아들이게

질을 주며 1라운드 승리를 거뒀다. 또한 사측의 노

하려는 것이다.

조파괴를 위한 용역투입은 법정에서 “불법”인 것으

따라서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이 승리한다

로 드러나 얼마 전 갑을그룹 부회장 박효상이 법정

면,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불만을

구속 됐다.

느끼고 투쟁을 건설하려는 다른 노동자들의 자신감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들이 9천만 원이 넘는 연봉

을 키우고 투쟁을 고무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구

을 받는 “귀족노조”라며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조조정과 노동개악에 맞서 최근 파업을 벌인 민주

한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 승리 후에 사측이 잔업

노총과 금속노조(특히 현대 ·기아차)가 연대투쟁

과 특근을 통제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줄

에 나서서 승리를 앞당기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학

었다. 노동자의 한 자녀는 “저희 아빠 연봉이 9천7

생들도 끝까지 이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를 확산하

백만 원이라고요? 그럼 제가 알바를 안 했죠”라며

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측과 언론의 거짓말을 반박했다.
진짜 귀족은 따로 있다. 갑을오토텍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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