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의 몫입니다.
초콜릿과 정의의 전통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달콤한 초콜릿과 과자들을 즐겨 먹게
됩니다. 매년 먹던 과자나 초콜릿이든 처음 맛보는 것이든 크리스마스 시즌에
달콤한 과자와 초콜릿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유산이며 전통이기도 합니다.
물론 건강을 생각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적당히 먹고 규칙적인
운동을 함께 해 준다면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하지만 초콜릿이나 과자들의 주원료인 코코아의 생산 및 공급 과정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코아 산업은 강제노동, 인신매매, 어린이
노동력 착취가 만연한 산업입니다. 이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차년 대회의
웍샵에서 그리고 펜실베니아 허쉬(Hershey)에서 열릴 2012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동북부 지역회 모임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게 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몇몇 단체에서는 이미 "기준을 강화하라"는 캠페인을 통해 미국시장의
42.7%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내 최고 인기 브랜드 허쉬사에 그들의 제품에 사용
하는 코코아의 생산에 있어 보다 높은 수준의 노동기준 준수를 의무화 할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허쉬사도 이미 2001년 이래 코코아 생산 및 공급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동착취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쉬사에 그들의 모든 생산 및 공급망에 공정무역 정책을 도입하도록
촉구하여 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허쉬사의 홍보담당 부사장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지난 9월 뉴욕을 방문 중이던 홍보담당 부사장은 여성국
부총무인 이성옥 전도사를 직접 방문하여 허쉬사의 정책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공급자들이 운영하는 공동체에 재투자하기 위한
몇몇 프로젝트들을 허쉬사가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있어서의 노동관행에 대한 체계적인 개혁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허쉬사는 노동착취를 당하는 사람들이 허쉬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쉬사는 창업자인 밀톤 허쉬와 그가 백년 전 남동부 펜실베니아 농지에
세운 기업도시의 유산에 대해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쉬사의
웹사이트에는 “다른 ‘기업도시들’과는 다르게, 허쉬사는 지역 거주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쉬사는 물론 다른 제과
회사들에게 밀톤 허쉬의 진보적 전통에 응답하여 그들의 생산 및 공급망에서
어린이 노동을 종식시키고, 그에 맞춰 그들의 노동관행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합니다.
허쉬사의 또 하나의 전통은 과거 고급 제품으로 여겨졌던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이 전세계의 어린이들을 포함한 노동자들을 돌보는 허쉬사의 진보적
전통보다 중요시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허쉬사에 편지나 엽서 또는 이메일을 보내
허쉬사의 직원이든 생산 및 공급망의 노동자든,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에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동네
상점이나 우편 주문 또는 온라인 아웃렛에서 공정무역 상품들을 찾아 보십시오.
행동과 표현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선”을 나누는 우리의 전통을
이어 나갑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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