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해

3월 17일 인종차별에 맞서
다 함께 행진하자
트럼프는 최근 알츠하이머, 암, HIV/AIDS 예방, 아동 보육, 난민

또,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외쳐 온 ‘고용허가제 폐지’

정착지원금 등의 예산을 빼 이민자 아동 구금소를 짓겠다고 발

요구는 외면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

표했다. 이처럼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 그러

를 관리 · 통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다. 사업장 이동 자유

나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조차 박탈하는 등 매우 인종차별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3월 21일)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

게다가 정부는 인력 제도를 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유연하게’

국 정부의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숨진 활동가

해 이주노동자들을 쉽게 쓰다 버리려 한다.

69명을 기리는 데서 시작됐다.

그러면서 일자리 부족의 책임을 피하려고 노동계급 내 이간질

해마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기념하는 행동이 전 세계에

도 열심이다.

서 벌어진다. 올해도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수십 곳에서 시위가
벌어질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3월 17일 기념 집회가 열린다.

난민
올해 인종차별 철폐의 날 행사는 지난해 한국에서 난민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쟁점이 된 이래 처음 열리는 것이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편견을 퍼뜨리는 세력의 거
짓 주장과 달리, 난민과 이주민은 대부분 한국 사회 가장 밑바
닥에서 살아 가며 노동자로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난민은 본국에서 이미 고통받은 사람들인데, 국경을 넘어도 그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앙골라 당국의 탄압을 피해 한국으로 온
루렌도 가족은 먼지 가득한 공항에서 80일 가까이 지내고 있다.
더 많은 난민들이 공항 밖을 내딛지도 못하고 강제 송환되거나
구금된다.
이것도 모자라 난민과 이주민들은 테러리스트, 성범죄자, 일자

자본은 너무도 쉽게 국경을 넘나든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국경에 가로막혀 죽거나 ‘불법’ 신세가 돼 숨죽이거나 비참한
조건을 강요받는다.
지배자들은 경제 위기의 고통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피하려 난
민과 이주민 같은 집단에 화살을 돌린다. 내국인들이 이에 반대
하며 난민·이주민에 연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3월 17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열리는 집회에 적극
참가하자.
2019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날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이주노동자, 이곳에 삶”
■ 일시 : 3월 17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
■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연대 : 이주공동행동, 민주노총, 지구인의 정
류장, 경기이주공대위)

2019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

리 도둑이라고 부당하게 비난받는다. ‘인권’과 ‘평화’를 말하는

■ 일시 : 3월 17일(일) 오후 2시 30분

문재인 정부는 이런 편견을 부추기며 난민들의 처지를 더 악화

■ 장소 : 보신각

시킬 난민법 개악을 하려 한다.

(후원 : 인권재단 사람, 이주공동행동)

■ 주최 : 난민인권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주노동자들도 여전히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 간다. 지난해 한
이주노동자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도망하다 사망했다. 그런
데도 법무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문의 l 010-5443-2395 l https://facebook.com/wsst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