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성명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대학 청소·경비·주차·시설 노동자들의
파업 지지한다!
6월 21일,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와 용역업체들

이런 변명을 하는 건 무책임하다.

간에 진행된 조정위원회가 최종 결렬됐다. 용역업체

그래서 서경지부 소속 대학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들이 올해 교섭에서 겨우 시급 1백 원 인상안을 고수

인 대학 당국이 책임지고 임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

했기 때문이다.

며 파업을 할 예정이다. 얼마 전 진행한 쟁의행위 찬

대학의 청소·주차·경비·시설 노동자들이 참가
하고 있는 서경지부는 올해 임금 협상에서 시급을 1만

반투표는 참가한 노동자 96.7퍼센트가 찬성해 압도
적인 지지로 가결됐다.

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올해 11차례 진

최저임금 1만 원은 대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요구

행된 교섭에서 하청업체들은 침묵하고 있다가 막판에

다. 청년실업 1백20만 시대에 학점 경쟁, 스펙 경쟁,

겨우 1백 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많은 노동자들은 최

높은 등록금에 시달리며 저임금 저질 일자리를 전전

저임금 1만 원이 사회적 요구가 된 상황에서, 용역업

하는 게 오늘날 대학생들의 현주소다.

체들이 제시한 인상안은 기만이라며 분노하고 있다.

그 동안 서경지부 소속 대학 노동자들의 투쟁에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다. 서경지부 노동자들

서 학생들의 연대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대학

대부분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

은 ‘등록금 동결로 임금 인상이 어렵다’며 학생과 학

고 있다. 출근시간보다 1~2시간 빨리 새벽에 출근하

내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청

지만 기본급은 약 1백55만 원을 겨우 웃돈다. 서경지

소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며 이런 이간질에 맞서 왔

부의 청소 노동자들은 그 동안 투쟁을 통해 최저임금

다. 올해 서경지부 노동자들의 투쟁에도 학생들이 지

보다는 많은 임금을 쟁취했다. 그럼에도 이 돈으로는

지와 연대를 보내자.

한 달 생활을 꾸리기는 너무나 빠듯해 임금을 대폭

문재인 정부도 지금 당장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 경비 노동자들은 단가 후려치기 때문

인상해야 한다. 박근혜를 파면시킨 촛불운동에서 최

에 사실상 최저임금만 받고 있다.

저임금 1만 원은 당연한 요구가 됐다. 촛불 대통령을

서경지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 원이 되면 가

자처하는 문재인은 ‘2020년까지 인상’ 또는 ‘점진적

장 하고 싶은 일로 ‘여행’, ‘친구에게 식사 대접하기’

인상’으로 질질 끌지 말고 노동자들의 필요를 충족시

등을 꼽았다. 사측은 이런 소소한 일상도 보장하지

켜야 한다. 정부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변명이 아니라,

않으려 한다.

기업과 부자들에게 증세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원청인 대학 당국들의 태도도 문제다. 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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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주들은 ‘[하청]업체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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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사장인 원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