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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노동자당 

 
Joanne Kuniansky 는 정유 공장, 철도, 육류 포장 분야에서 일해온 노조 투사입니다. Kuniansky 는 

현재 월마트의 델리워커로 일합니다. 

사회주의 노동자당은 앨라배마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과 나비스코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오늘날의 노동 투쟁에 연대를 구축합니다. 노동자들은 힘들게 얻은 이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상사로부터 자신을 방어해야 합니다. Kuniansky 는 광부 지원 집회에 참여하고자 앨라배마로 떠났으며, 

동료들로부터 파업 기금에 대한 지원과 기부를 받았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백신을 받고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고용주의 공격에 

맞서 싸우고 노동조합 투쟁을 하거나 경찰의 잔혹성에 맞서 싸우기에 좋은 위치로 이끌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병원, 학교, 주택을 짓는 노조 규모의 임금으로 수백만 명이 일하도록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공공 사업 프로그램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임금 삭감 없이 주당 근무 시간을 줄여서 해고를 줄여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의 민주당 공화당에서 나오고 우리 노조를 기반으로 우리만의 정당인 

노동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SWP 는 자본가 계급에 의해 착취당하는 모든 이들을 통합하고 그들의 

통치를 노동자와 농민 정부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지도력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허리케인 Ida 의 여파로 인한 죽음은 자본주의 통치와 이를 옹호하는 모든 정당에 대한 

기소입니다. 노동자들은 차에 휩쓸려갔고 지하 아파트에서 익사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도 힘도 

없이 남겨졌습니다. 준비가 치명적으로 부족했고 정부 대응이 늦어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자연의 힘에 맞서기 위해 노동자와 정부를 

조직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노동자와 농민이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공산주의 지도부에 

의해 조직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정치적 권력을 자신의 손에 넣고 자본가로부터 공장, 토지 및 은행 

통제권을 가져오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들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제 캠페인은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모범을 따르고 수백만을 사회주의 혁명으로 이끌 수 있는 당을 건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길에서 노동자들은 여성 해방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하고 보호된 피임 및 임신 중단권을 포함한 

가족 계획 권리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임신 중단 선택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공격에 

맞서십시오.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를 위한 외교 정책이 필요하고, 우리는 전 세계 노동자들과 

공통된 이해관계를 공유합니다. 우리는 워싱턴의 모든 전쟁에 반대하고, 쿠바의 금수조치와 이란, 

베네수엘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제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SWP 는 이스라엘을 유대인의 피난처로 조건 없이 인정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노동 조합이 

모든 노동자와 노동하는 농부의 계급 이익 및 연대 증진에 치명적 위협으로 다가오는 유대인 혐오에 

맞설 것을 촉구합니다. 
 

 
 
njswpcampaign@gmail.com, 551-240-1512, www.themilitant.com 
 
 
뉴저지 캠페인 기부 및 지출 보고 법, N.J.S.A. 19:44A-37 은 주지사직을 위한 후보자가 본 주의 유권자들이 

입후보자간에 누구를 선택해야할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500 자내로 작성된 진술문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제출된 진술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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