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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마음속의도깨비

“여자 아이가 무슨 축구를 그렇게 좋아해?”이 말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다. 축구를 좋아하는데 무슨 남자, 여자

구별이 있다는 건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멋 로

축구는 남자가 하는 운동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 놓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미국에서 살 때는 아무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미국 생활을 떠올리자 미국에서 겪었던 좋지 않은 기억이

떠올랐다. 나는 동양인이 거의 살지 않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유일하게 동양인인 나를 쉬는 시간이면‘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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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라고 놀리거나 따돌렸다. 가

까운 친구들이“현수야! 너무 신경

쓰지 마.”라며 위로해 주었지만 늘

쉬는 시간이면 누가 또 나를 놀리

지는 않을까 마음이 쓰 고, 아이들

과 지내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었다.

피부색이 같은 나라에 가서 살았다

면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 있었을

까? 다른 곳에 사는 친구들에게 물

어 봐야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지하철 의자에 허름한 차림의

외국인이 앉아 있고 그 옆자리가 비었다면 선뜻 가서 앉게

될까? 피부색이 다르다고 괜히 두려워하거나 나쁜 사람으

로 의심하지는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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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라데시에서 온 11살의 초

등학교 학생은“처음 왔을 때 5,

6학년 오빠들이 많이 놀렸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 학교에 가기

싫어서 매일 울었어요. 어떤 오빠

들은 저한테 막 욕하고 실내화 주

머니로 때리고 그랬어요. 아프리

카 깜둥이라고요.”라고 말한다.

“같은 학교에 저 같은 외국인

학생이 또 있었어요. 얼굴이 하얀

그 아이는 애들이 많이 안 놀렸어요. 같은 외국인인데 그

애는 저보다 놀림을 덜 받는 것 같았어요.”

“남자 아이들은 청소할 때 빗자루로 머리를 때리며 거

지라고 놀려요. ‘우리나라에서 돈 벌지 말고 돌아가!’라고

소리쳐요. 친구들이 저를 무조건 가난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싫어요.”한국 학교에 다니는 어느 외국인 학생

이 겪은 이야기이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단지 남들과 생김새나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당

한다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서 심한 차별을 당한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싫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

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와 피부색이 다른 사람

도, 우리보다 국민 소득이 낮은 나라에서 온 사람도 모두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이다. 여자라고 놀리거나 남자라고

놀리지 않는 것처럼 피부색이 다르다고 놀리거나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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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간디, 미국의마틴루서킹목사, 남아프리카공화국의넬슨만델라 통령등인

권을위해힘썼던인물들의전기를읽고, 그들이들려준감명깊은말들을찾아써보자.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여성을차별하지말자는내용으로역할극이나노래, CF, 뮤직

비디오, 포스터등을모둠별로만들어보고, 이것을통해서무엇을알리고싶은지발표

해보자. 

함께 해 보기

함께 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