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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는축구공을만드는파티니야

안녕, 나는 파키스탄

의‘시알코트’에 사는

파티니라고 해. 나이는

12살이야. 

나는 오늘도 축구공을 만

들었어. 내가 축구공 만드는 일

을 한 지도 벌써 1년 반 정도가 지

났네. 난 원래 축구를 무척 좋아했는데 요즈음은

축구공만 보면 짜증이 나. 공만 있으면 동네 친구들이랑 신나게 한바탕

뛰곤 했는데……. 축구공을 만드는 건 정말 힘들어. 하루에 꼬박 5시간

씩 가죽을 꿰매고 접착제로 붙여야 해. 이젠 둥근 공만 보아도 골치가

아플 지경인걸. 한참 축구공을 만들다 보면 지독한 접착제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깜빡 졸다가는 가죽 꿰매는 바늘에 손가락을 찔리기 일

쑤야. 조금 놀고 싶은 날에도 정해진 개수만큼의 축구공을 만들어야 하

니 쉴 수가 없어. 어쩌다 텔레비전을 보면 다른 나라 아이들은 축구 경

기를 보면서 응원도 하던데……. 그런 너희들이 참 부러워. 혹시 너희들

이 가지고 놀고 있는 공 중에도 내가 만든 것이 있을지도 몰라. 나도 밖

에 나가서 아이들과 축구를 하고 싶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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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가 그렇게 좋아하는 축구를 파티니도 좋아한다고

한다. 한∙일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우리가 시청 앞 광장

에 모여“오~ 필승 코리아!”를 외칠 때 파키스탄에서는

파티니와 같은 수많은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만드느라 애

쓰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또래 친구들이 축구공을 만들기

위해 쉬지도 못하고 바삐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양탄자를 짜고 있는

여자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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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몇몇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이 생계를 위해 힘든 일

을 하고 있다. 인도의 양탄자 공장이나 미얀마의 목공예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콜롬비아에서는 어린이들이

탄광의 광부로 일하기도 한다. 아동 노동은 가난한 몇몇

나라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에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유럽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노동을 하는 어린이들 부분은 심

한 가난 속에 살고 있다. 혹은 부모님이 진 빚을 신 갚기

위해 일을 하기도 한다. 어린이들 중 상당수는 아주 위험

한 곳에서 일을 하기도 하는데,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제 로 치료를 받지 못해 평생 불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

다. 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다. 아주

어린 나이에 학교가 아닌 일터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해야 하는 어린이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많은 나라에서 어린이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 을까? 노동을 하며 어린 시절을 보내면 나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있

는 어린이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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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게축구공만드는일을하는파티니에게혹은파티니가일하는축구공공장의사장

님에게편지를써보자. 

¿¡

함께 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