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삶, 공공 서비스

금융·공공부
노동자 파업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에 맞
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9월 23일(금)에 은행,
27일(화)에 철도·지하철·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
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28일(수)에 보건의료노
조 산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
다.
이번 파업은 노동조건 후퇴를 막고 공공서비스
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싸움이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 개악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이다. 성과연봉제

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부문
업 지지한다
경쟁, 외주화와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같은 폐해
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파업이 다가오자 정부와 보수 언론은 언제나
그랬듯 금융·공공부문 파업을 “철밥통 지키기”라
며 비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은 이
번 총파업이 “비정규직과 청년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태’”라며 비난했다.
그러나 온갖 부패 추문으로 악취가 진동하는
박근혜의 주변 인사들이야말로 “이기적”이지, 노
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을 지키는 것은 전

는 성과에 따라 임금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 제도
가 도입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노동자들 사
이에 경쟁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들은 이
를 이용해 노동 통제를 강화하고, 노동 강도를 높
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압박을 강화할 것
이다. 이렇게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
짜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민간부
문에도 이를 더욱 확대하고, 기업들에게 퍼 주느
라 부족해진 국가 재정도 절감하려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가 공공부문에 도입되면 그
폐해는 더욱 심각하다. 안전을 중시해야 할 업무
에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기준을 들이대면 안전
은 더욱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철도와 지하철에
서도 안전을 위한 투자는 더욱 외면되고, 요금은
인상될 것이다. 병원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과잉 검사와 처방이 더욱 늘어나 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부의 성과주의 강요는 돈 벌이

혀 비난 받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투쟁은 청년들의 미래에도
도움이 된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공공부문
정규직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 구의역
참사와 최근 KTX 선로 보수 하청 노동자들의 죽
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충원의 시급성
을 보여 준다.
이런 책임을 방기하며 오히려 공공부문을 공
격하는 정부가 청년들을 핑계 대며 노동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지독한 위선이다.
금융·공공부문 파업은 노동자들의 삶과 값 싸
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위
한 소중한 투쟁이다.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파
업을 적극 지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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