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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낙태 금지로 수많은 여성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재
앙적 상황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낙태 반대론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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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일부이지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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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기사를 함께 읽어 보세요!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 미국 우파는 왜 낙태권을
공격하는가 / 낙태는 “살인” 아니라 여성의 자기 결정
권 / 국민의힘 의원들이 낙태 규제법 논의에 착수하다

정권보다 우선한다는 것은 결국 여성을 태아의 인큐베이터
로나 보는 여성차별적 견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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