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속보

“ 국회,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개악시도 !! ”
2018년 3월9일(금) / www.martnojo.org / 02-831-1206

3월 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
금 산입범위 확대시도가 실패했다. 그
러자 이제 국회에서 재벌의 요구대로
입법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이미 홍영표 환노위원장은“정기상여금
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상여금,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사
실상 재벌의 요구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확대
가 이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마트노동자들은 롯데마트의 각 수당편입, 이마트의 성과급 편입,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최저임금
꼼수의 피해당사자이다. 그리고 그것에 분노한 현장의 항의행동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국회의 제도개악은 이것을 바로잡기는커녕 편법을 완전히 합법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악은 단순히 우리의 임금을 빼앗기는 문제가 아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모든 임금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인간존엄을 보장하는 기준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대학가의 청소 경비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공격적인 구조조정에 시
달리고 있다. 평균 65세 이상의 고령의 노동
자들에게 그 월급이라도 계속 받고 싶으면 가
만히 있으라는 협박의 다른 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파견, 도급하청 등 차별
과 저임금이 고착화 된 사회구조에서 임금마
저 더 빼앗는다는 것은 그냥 개돼지로 살라
는 것이다. 우리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양보를 해야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재벌들이다!
연봉 2000만원 남짓한 노동자들의 상여금과 수당마저 빼앗겠다고!?
700조를 쌓아둔 재벌들은 왜 규제하지 않는가?
어떻게 촛불정권이 재벌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더 양보하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3월16일 환노위 소위와 20일 전체회의를 막아내자!
앞서 밝힌대로 3월16일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
임금법을 개악시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은 국회가
아닌 새롭게 구성된 최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할 수가 없다.
적폐의 뿌리가 재벌이다. 작년 마트노동자 최저임금 농성과
정에서 우리는 이미 결심하고 평가했다. 정부여당이 재벌과
싸울 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촛불을 드는 심정으로, 마트노조가 먼저 나서 최저임금의
후퇴를 막아내자!

마트노조 투쟁지침 1
1. 전 지회는 3/9일부터 긴급속보를 부착, 배포한다.
1. 전 지회는 3/9일부터 긴급의견서 온라인 서명운동을 모든 조합원, 동료노동자에 전파하고 조직한
다.
1. 전 지회는 3/14~16일 점심/저녁시간에 매장 앞 피켓시위 등 항의행동에 돌입한다.
1. 전 지역본부는 3/15~16일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과 함께 민주당 항의행동을 조직한다.
1. 3월 16일 전 조합원은 국회 환노위 소위가 열리는 날 지침에 따라 강력한 항의행동을 진행한다.
※ 이후 상황에 따라 추가 투쟁지침을 전달하겠습니다.

마트노조를 비롯한 서비스연맹 최저임금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3월1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www.martnojo.org 접속하여 상단 배너 클릭하여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