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같은
노동자입니다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들어온 지 25년이 되어

동자들이 받은 차별을 대물림해 받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차별 없는 직장에서 일할 때,

갑니다.
한국은 이주노동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
주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얻길 원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 사이에 차별이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한

이주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노동자로 존

국인보다 검은 피부색을 가진 가난한 나라 출신

중받으며 일할 때,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노동

의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지만 어렵고, 더럽고, 힘든 일을 한다는 이유로

이주민 자녀들이 한국인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즐겁게 살아갈 때 한국 사회는 더 건강하고 풍성

멸시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가장 싼 값으로 가

해 질 수 있습니다.

장 고된 노동을 하도록 만든 제도를 법으로 만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었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 노동자들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함께 목소리를 낼 수

다 더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훨씬 낮은 임금을 받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아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여러 이주민들이

보장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여러분이 손을 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이주민 2세대들도

밀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이주노

그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전세계 노동자들이 함께 축하하고 연대하는 2012년 메이데이를 맞아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 이주노조 등록 인정하고 이주노조와

자유왕래, 체류, 취업을 보장하라!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 이주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에 대한

·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강제추방
중단하고 합법화하라!
· 고용허가제를 노동허가제로 전환하라!
· 재외동포 이주노동자의 전면적

인신매매, 차별, 착취와 폭력을 중단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휴일을 보장하라!
·최
 저임금 대폭 인상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하라!

· 사업장 무변경 및 사업주 허가 등의
조건없이 체류기간 연장 보장하라!
· 고용센터는 사업주 편만 들지 말고,
이주노동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 단속 중 발생한 사고, 부상, 사망에 대해
출입국은 책임을 져라!

정부는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한다면 마땅히 노동조합 결성과 활동의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미 고등법원은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노동자의 체류 자격 여부가 노조 결성권
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현재 이주노조 설립에 대한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대법원이 하루 빨리 이주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범죄자 집단이 아닙니다!
최근 중국 동포 이주자들의 범죄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
면서, 온라인에서 ‘조선족’에 대한 인종차별적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모이는 식당, 거리마다 대대적인 불심검문과 수색이 뒤
따르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한국의 여러 출입국 제도들은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

그리고 언론들은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기

과 이주민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이주민들은 사소한 신

사를 앞 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주민들이 범

고 미비로 체류 자격을 박탈당해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이주민, 모든 중국 동포 이주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 미등록 이주민들이 매우 제한적인

민들이 범죄자인 것은 아닙니다.

체류 기간만 허용해 주는 정책 때문에 단지 체류 기간을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심각성은 매우 과장돼 있습니다.

넘어 일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율 통계를 보면, 2010년 전 국민 중

그리고 일각에서는 한국인들과 이주민들을 이간질해 갈

범죄자 비율은 3.58퍼센트이고 외국인 범죄율은 1.78퍼

등을 부추기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일자리 부족,

센트입니다. 살인·강도·강간 등 흉악한 범죄를 살펴봐

열악한 복지, 범죄율의 증가는 이주민들이 만들어낸 문제

도, 외국인 범죄율은 국민 전체 범죄율보다 낮습니다. 심

가 아닙니다. 이주민들을 내쫓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어 외국인 범죄가 부각되면 자동으로 ‘범죄자 집단’으

것이 아니라 함께 정부에 더 좋은 일자리, 복지 확대를 요

로 매도되는 미등록 이주민의 범죄율은 더 낮습니다.

구하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이주노동자는 혐오와

이주민 관련 범죄가 부각될 때마다, 이주민 밀집 지역
에서는 끔찍한 인권침해가 일어납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하는 우리의 친구, 동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