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3일 노사정 합의문 발표
 9월 16일 새누리당 노동개악 5대 법안 발의(연내 통과 추진)
 박근혜 정부,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및 취업규칙 가이드라인 강행 방침

둘째, 월급을 깎일지도 모릅니다.

셋째, 비정규직이 더 늘어납니다.

노동개악, 최악이네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하죠?
* 주변 사람들에게 노동개악을 알려주세요.
* 11월 14일(토) 서울 도심으로 나와주세요. 노동개악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 시민단체 더불어삶의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주세요
(이메일 welivewith@gmail.com /  정책실장 박영대 010-4906-2253)

• 더불어삶 홈페이지에 더 많은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못한다는 조항이 있습

니다. 정부는 이것을 깨고 일반해고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 ‘저성과

자’ 해고의 길을 열겠다고 합니다. 이제 기업이 직원을 ‘저성과자’로 찍

어 맘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

KT, 50대 여직원에게 ‘전봇대 타라’
사
례

“직장에서 버텨야 한다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전봇대
에 올라갔지만 눈앞이 까마득했죠. 결국 KT를 나올 수
밖에 없었어요.”

2003년부터 KT는 명퇴를 거부한 직원 480여명에 대

해 ‘퇴출’ 프로그램을 시행했습니다. 갑자기 울릉도로

발령을 내기도 하고, 114전화상담을 하던 여직원에게

전봇대 업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퇴출’

을 합법화하는 것이 박근혜 노동개혁입니다.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개별 노동자의 동의만 얻으면 사

측이 취업규칙을 더 쉽게,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답니다. 여기에는 임금피

크제를 도입하고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업무시간, 휴일, 휴가, 임금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망라
하는 노사간의 약속이에요. 근로계약서는 간단히 쓰고 구체적인 것들
은 취업규칙에 담는 경우도 많죠.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간제 사용기한을 현행 최장 2년에서 4년으로연장하자고 합

니다. 인턴, 계약직 사원을 2년도 긴데 4년씩 하라니요. 또한 정부와 새누리당은

55세 이상 노동자의 파견을 전면 허용하려 합니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이

야기, 맞습니다.

첫째, 해고가 더 쉬워집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 35세 이상(신청 당시 나이를 말한다)인 기간제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다시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근로계약

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새누리당 기간제법 개정안(2015.9.16. 이인제 의원 대표발의)의 일부

www.livewithall.org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직장생활이

어떻게 바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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