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아동들의 노동착취를 통한 인권침해사례 

1. 인권이란 ? 

-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불가침의 권리로 인권보호자들은 이 사회

에서 소수자로 인식되는 사람들로 여성, 아동, 난민, 노동자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아동들? 

- 최근 인도네시아 아동들의 7%가 노동시장에 내던져진

다는 기사를 접하고 조사해본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5~17세의 노동하는 아동은 405만 명으로 그중 170만 

명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다

고 합니다. 주로 여자아이들이 식모살이와 길거리 구걸

을 포함해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인도네시아의 가파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산층 이상에게만 한정된 경제

성장의 혜택으로 인해 아동노동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3. 파키스탄 아이 이크발 

- <파키스탄 아이 이크발>에서는 파키스탄의 아동들의 참혹한 인권침해 상황을 

접할 수 있었는데 파키스탄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이크발 마시흐는 아버지가 

그의 빚을 갚기 위해 아이를 카펫공장에 팔았는데 그 때 이크발의 나이는 오

직 4살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고 그들은 하루에 1루피 (우리

나라 돈으로 24원)를 받습니다. 어느 날 이크발은 이 카펫공장을 탈출하여 사

살을 당하지만 그의 죽음은 우연한 총기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4. 우리들의 노력? 

- 사회에서 저희 모두는 저희와 ‘다르다는 것’에 크게 인식하

면서 살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수자. 이 ‘소수’

란 단어가 무섭고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도우려고 말한 “소수”가 또 다른 편견을 낳은 건 아

닐까요? 이러한 암담한 현실저항을 위해 저희도 이런 인권

침해에 좀 더 비판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는 죄로 그 

끝조차 보이지 않는 시련을 겪고 있으며,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너도 돌봐 줄 부모가 없어 중국 

땅을 헤매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북한의 아동인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1. 북한 아동들의 영양 상태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14 세 북한 아이 신장과 체중이 8 세 

남한아이와 비슷하며, 북한 아동의 5 세 미만 28%가 만성 영양결핍을, 24%가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핵 발병률도 아시아에서 동티모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2. 북한 아동은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공급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북한 아동들은 무임금 

강제노동과 노동착취라는 가혹한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북한 소녀들과 여성들은 북한 내의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지만 거기에서 또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북한으로 송환되면 강제 노역, 사형 등에 

처해집니다.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 등급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3. 꽃제비는 먹을 것을 찾아 거주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북한의 어린 아이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고아인 꽃제비들은 노숙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여행사가 꽃제비들의 토굴을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여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여행이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UN 에 따르면 꽃제비 뿐 만 아니라 북한 어린이들의 실상이 아프리카 

아동보다도 열악하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마약이 북한 

어린이들의 건강 위협요인으로 등장해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에게 마약을 상납하고, 

아이들끼리 생일선물로 마약을 주고받는다는 탈북자 증언도 있습니다.  

4. 중국출생 ‘탈북여성 아동’ 문제는 북한체제에서 비롯된 또 하나의 인권적 문제입니다.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여성들이 현지인과 사실혼 관계로 인해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자녀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탈북여성들을 체포하여 강제 송환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여성들은 한국행을 선택하고 또 다른 이산가족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아이들은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호구문제는 중국 내 ‘북한 아동’ 인권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70%의 아동들은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으며 친모와 연락을 취하는 아동들은 

23%대에 지나지 않습니다.  

 

-  

 

▷ 동남아시아 홍등가 어린이들의 인권 유린 실태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 3 세계 국가들의 빈민가에선 아직도 어린아이들이 성노예로 팔리고 

있다. 지금도 전세계 약 3 천 만 명의 아이들이 성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해마다 120 만 명의 

아이들이 팔려가고 있다. 홍등가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적으로 끌려온 

것이다.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온 10 대 초반, 어려서는 10 살 

미만의 여자아이들에게 친척의 지인으로 행세한 브로커들은 호텔 메이드, 아니면 식당에서 



직업을 얻어주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대도시로 간 다음 사창가의 주인에게 

팔고 있다.  

홍등가에 발을 들어선 순간부터 극심한 학대가 시작되는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은 첫 손님을 

맞이해야 할 때라고 한다. 아이는 당연히 저항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인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주인은 아이를 굴복하게 하기 위해서, 잔혹한 학대를 시작한다. 구타는 기본이고, 

성인 남자 여러 명이 여자아이 하나를 집단으로 폭행하기도 한다. 폭력으로 안 되면 술을 마시게 

하거나 마약을 주입한 후 강간하거나,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물과 음식을 안 주고 어두운 방에 

가두어 놓기도 한다. 심지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기 위해 개똥을 먹이기도 한다. 이렇게 

참담한 지경이 된 후, 대부분의 여자 아이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사창가의 주인이 원하는대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러나 학대는 처음뿐만이 아니라, 홍등가에서 생활하는 내내 겪는 

일상적인 것이 된다. 탈출을 시도했을 때가 가장 심한 사례인데, 탈출을 시도하다 잡히면 그 

아이는 다른 여자아이들의 ‘본보기’가 된다. 즉, 다른 아이들에게 ‘탈출을 시도하면 이렇게 된다’라 

보여주기 위해, 탈출 시도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한다. 아이를 어두운 방에 가둬 몇 날 며칠 

폭행하거나, 다른 여자아이들에게 탈출 시도한 아이를 구타하라 명령하거나, 심지어 그 아이의 

눈을 쇠 철봉으로 파내어 버리기도 한다. 또, 아예 처음부터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들을 옷을 

입히지 않고 방에 가두어 놓는 곳도 있다.  

이러한 사창가에 관한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특히 한국과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는 다소 

기피되는 주제다. 그래서인지 아무리 가슴 아픈 이야기더라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지 않고, 시선을 



돌려 적극적으로 돕는 것을 머뭇거린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노예보다도 못한 입장에서 매일같이 학대당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현장에 직접 가서 돕지는 못하더라도,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직시하고 똑바로 아는 것, 

관심을 가지는 일이 학생으로서의 우리가 여자아이들이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조혼의 실태와 문제점◁ 

 

예멘에서 조혼을 올린 뒤 강제로 첫날 밤을 보낸 라완이라는 

이름의 8 세 신부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의 신체적 

조건과 의사를 존중하지 않는 예멘의 조혼 풍습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국제인권감시기구 휴먼라이트워치(HRW)에 

따르면, 예멘 여아의 14%가 15 세가 채 되기도 전에 결혼을 

하며, 82%가 18 세가 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 신부가 건강하고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믿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앞서 예멘 의회가 지난 2009 년 법적 최소 결혼 연령을 17 세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후에 이슬람 율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보수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유니세프는 성명을 통해 “18 세 이전에 결혼하는 소녀들은 학교를 계속 다니지 못하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사망률도 더 높으며, 출산한 아기도 

조산이나 사산, 영아 사망률이 높다”며 “‘소녀를 소녀답게 살 수 있도록(Let girls be girls)’ 

국제사회가 조혼에 대한 해결책을 서둘러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정한 나이와 시기에 결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우리에게 아동결혼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는 풍습일 뿐이다. 하지만 세계 인구 7 억 2000 명이 조혼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2 억 

5000 만명이 15 세 미만의 여자아이들이라는 사실은 차마 믿을 수 없는 현실일 뿐이다. 특히 

조혼의 풍습이 가장 심각한 나라에서는 인도 여성의 46%, 약 절반 정도가 아동 결혼을 한다고 

한다. 조혼 풍습이 지니는 가장 큰 인권 침해 요소는 교육과 건강 관리의 기회 제한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 조혼 여성들은 학교를 다니지 못할 뿐 더러 결혼 후에 건강 관리를 

받을 기회가 마땅치 않다. 그러므로 조혼 여성들은 자신의 꿈을 쫓아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고 

건강 또한 악화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 이 뿐 만이 아니라 가정 폭력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어린 나이에 임신과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자의 수 또한 적지 않다. 이렇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힘든 상황속에서 조혼 여성들은 선택권 없이 소녀가 아닌 주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계가 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니세프 등 국제기구와 세계 여론의 환기를 통해 

조혼이 성행하는 국가에게 압박을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청원은 십대소녀들이 

국제적 연대를 조직해서 여론환기와 탄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다. 학교 교육 시스템을 활성화함에 따라서 여자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늦춰진다. 예를 들어, 5~7 년 정도의 필수 학교 교육은 결혼 나이를 최소 4 살 정도 늦출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조혼의 문제점을 교육하는 서비스를 잘 마련하여 미래 세대가 같은 

풍습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조혼 여성들의 안식처 및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다. 조혼 여성의 

안식처 또는 피난처를 마련함으로써 조혼 여성들에게 상담 서비스와 보호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안식처에 직업교육을 시켜 여성의 경제인구를 확대하고 이들을 고용한 회사에게 

국제사회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소년병◁ 

 

The devastating impact of child soldiers 

 In 1989, the United Nations passed the human rights treaty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banned child soldiers with 194 countries in agreement. 

Although most government leaders and citizens around the world find the idea of using 

child soldiers truly repulsive, a Brookings Institution study found that children participate 

in 75 percent of ongoing conflicts around the world. 

 Over half other world’s child soldiers are located in Africa. An estimated 200,000 

to 300,000 child soldiers are being used for both rebel and government forces in over 

twenty countries. One of the worst conflicts in Africa is the Somalia Civil War which has 

been on-going since 1991 over 23 years. There is an estimated 300,000 deaths as a 

result of the civil war including nearly 1000 this year alone.  

 Rebel groups in Somalia are fighting government forces over control of the 

country. The ware has left families torn and devastated with many of the children 

orphaned and alone as a result of violence, war, and AIDS. Children are often tricked into 

joining either side of the war forcefully kidnapped or even sold by parents due to 

extreme poverty. Some Somalia children have joined another form of terrorism: pirating 

there were over 150 attacks on ships in 2011 by Somalia pirates. Children are drawn to 

become pirates because of the lucrative financial opportunities, anexample of the 

Somalia piracy was made famous by the movie based on a true story Captain Phillips 

Other African countries such as Egypt Nigeria Central African republic and south 

Sudan are all experiencing on-going conflicts and wars. Many of these are caused by 



rebel groups fighting the governments over power and territory. What is very disturbing 

is that both side’s government and rebel groups use and train children for weapons guns 

grenades or missile launching while others are used as porters, spies, messengers, 

propaganda, human shields or even suicide bombe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