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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tle Hero Of Freedom

본문 - ❶

Here is a story about a courageous boy, who survived a 
life of slavery and rose above it to help others. Let's find 
out how he raised awareness of child slavery, promoted 
human right education, and attempted to end the injustices 
in sweatshops around the world.

A Bonded Child Laborer
In 1992, Iqbal Masih was a short, thin, ten-year-old boy, 
who had to be at work by six a.m. so that he would not 
be punished. He had been working 14 hours a day with a 
thirty-minute lunch break since he was four years old. 
Iqbal was a bonded laborer in a carpet factory. Bonded 
labor is a form of slavery that forces a person to work for 
someone in order to pay off a debt. When Iqbal was a 
  in order to + R : ~하기 위해서

child, his mother borrowed money from a carpet maker to 
pay for his brother's wedding. After two years, his mother 
to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 to 부정사 

 : 동사로 시작하여 명사, 형용사, 부사 기능으로 변환되는 문장요소 

 : 명사적 용법(~하는 것) -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형용사적 용법 - 명사를 수식해주는 기능을 하며 명사 뒤에 위치한다.

   부사적 용법(~하기 위해서) - 부사의 기능을 한다. 

was unable to pay off the debt and Iqbal was sold to the 
carpet maker for 16 dollars at the age of four. Despite 
working six days a week for nearly six years, Iqbal never 
earned enough money to pay off his mother's debt.

본문 - ❶

노예와 같은 삶을 견디고 다른 사람을 돕
기 위해 그것에 굴하지 않았던 한 용기 
있는 남자아이의 이야기가 있다. 이 아이
가 어떻게 아동 노예에 관한 의식을 고취
시키고, 인권 교육을 증진시켰는지, 전 세
계의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서의 부당함
을 끝내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알아
보자.
노예가 되어버린 어린이 노동자
1992년, Iqbal Masih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 새벽 6시까지 일터로 가야 하는 키
가 작고 마른 열살 난 남자아이였다. 
Iqbal은 4살 때부터 30분의 점심시간만 
주어진 채 하루에 14시간을 일해야 했다.  
Iqbal은 카펫 공장에 속박된 노동자였다. 
속박된 노동이란 빚을 갚기 위해 일하기를 
강요 받는, 일종의 노예 신세를 말한다.  
Iqbal이 어린 아이였을 때, 

Iqbal의 어머니는 형의 결혼 비용 때문에 
카펫 제조업자로부터 돈을 빌렸다. 2년 
후, Iqbal의 어머니가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Iqbal은 네 살의 
나이에 카펫 제조업자에게 16달러에 팔려
가게 되었다. 거의 6년간 일주일에 6일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Iqbal은 어머니의 
빚을 갚을만한 돈을 결코 벌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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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1. What does "bonded labor" mean according to the text?

2. How old was Iqbal when he was sold to the carpet maker?

And how many hours did he work a day?

How about you? 
Have you heard of sweatshops?

Questions
1. 본문에 따르면 ‘속박된 노동자’는 무엇
을 의미하나요?
2. Iqbal은 몇 살에 카펫 제조업자에게 팔
려갔나요?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일했나요?

Answers
1. Bonded labor is a form of slavery 
in which a person is forced to work 
for someone to pay off a debt.
2. He was sold to the carpet maker 
at the age of four and he had to 
work fourteen hours a day with a 
thirty-minute lunch break.

How about you?
열악한 환경의 작업장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Answers
(Example) Yes, I've heard of 
sweatshops though the media. It's a 
place where people work very hard 
in bad conditions and earn little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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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❷

"I was told that I would be paid 20 cents a day for my 
   * 수동태

: 주어가 ~에 의해 어떤 일을 당한 상태를 말한다.

 - 평서문 : be동사 + p.p + by 행위자

    ex. I repaired the computer. (능동태)

        → The computer was repaired by me. (수동태)

 - 부정문 : be동사 + not + p.p + by 행위자

    ex. The computer was not repaired by me.

 - 의문문 : (의문사) + be동사 + S + p.p ~?

    ex. Was this novel written by him?

        When was the book read by you?

work. I had to tie more than a million small knots into an 
intricate design just to make one carpet. I worked with 
many other children. Our room where we worked was very 
hot because the windows had to be closed to protect the 
quality of the wool. It was also a dimly lit room with only 
two light bulbs hanging over our heads. If we talked to 
  * with + (n) + 분사

   with + (n) + R-ing (현재분사) : ~한 채도 (능동)

   with + (n) + p.p (과거분사) : ~된 채로 (수동)

each other, then we were punished for not concentrating 
on the work. We were also beaten if we complained about 
how we were treated."

본문 - ❷

“제 일에 대한 대가로 하루에 20센트를 
받는다고 말했어요.

한 장의 카펫을 만드는 데만 백만 개가 
넘는 작은 매듭을 복잡한 디자인에 맞춰 
매야 해요. 저는 많은 다른 어린아이들과 
함께 일했어요. 우리가 일했던 방은 아주 
더웠는데, 왜냐하면 양모의 품질을 보호하
기 위해 모든 창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이
에요. 그곳은 또한 단지 두 개의 전구가 
우리 위에 매달려 있는 어두컴컴한 방이었
어요. 만약 우리가

서로에게 말을 건다면, 우리는 일에 집중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어요. 우
리가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 불평하면, 우
리는 매를 맞기도 했어요.”



              영어11 두산(윤) 2과 
                     - Heroes In Your Heart -

  이그잼점프

   www.examjump.com

            중, 고교내신 및 수능대비!  이그잼점프!  www.examjump.com 4

본문 - ❸

A Leader of the Anti-Slavery Movement
When Iqbal turned ten years old, he was less than four 
feet tall, weighing 28 kilograms. He looked two or three 
years younger than he actually was because his body 
stopped growing due to the terrible conditions he worked 
in for six years. No matter how hard or how much Iqbal 
worked, the loan just got bigger and bigger; and he knew 
he would be trapped forever unless he found a way to 
escape. That summer, he heard about a meeting organized 
by a union leader named Essan Ulla Khan. After Iqbal 
      * 분사

: 형용사의 기능을 가지는 동사의 부정형

 - 현재분사 : 동사원형 + -ing (능동/진행)

            : ~하고 있는, ~하는

 - 과거분사 : 동사원형 + -ed (수동/완료)

            : ~되어진, ~하여진, ~된

attended the meeting, Khan helped free Iqbal from slavery 
and then sent him to a school managed by an anti-slavery 
organization called the Bonded Labor Liberation Front. 
Iqbal joined the organization and eventually became a 
prominent speaker. He traveled to meetings around the 
country and gave speeches about new laws which aimed to 
                                      * 주격 관계대명사 

 : 선행사가 사람일 때, who / that이 관계사절을 이끈다.

   선행사가 사물일 때, which / that이 관계사절을 이끈다.

 : 선행사 + who / which / that + V

free young, bonded laborers. When he was awarded a prize 
in 1994 for his contributions, he spoke about the horrors 
of bonded slavery, holding a carpet tool in one hand and a 
pencil in the other. His powerful speeches encouraged 
thousands of child laborers to follow his example.

본문 - ❸

반 노예 제도 운동의 지도자
Iqbal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키는 4피
트도 되지 않았고, 28킬로그램 밖에 나가
지 않았다. 그는 6년간 일해 온 최악의 환
경으로 인해 신체 성장이 멈춰버려서, 실
제보다 두세 살 더 어려 보였다. Iqbal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이 일해
도, 부채는 점점 불어나기만 했다. 그리고 
그는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않는다면 영원
히 그곳에서 빠져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해 여름, 그는 Essan Ulla 
Khan이라는 이름의 노동조합의 지도자가 
주최하는 한 모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
다. Iqbal이 

모임에 참석한 이후, Khan은 Iqbal이 노
예에서 풀려나도록 돕고 나서, ‘Bonded 
Labor Liberation Front’라는 반 노예 
제도 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에 보내 주었
다. Iqbal은 그 단체에 가입하여 마침내 
유명한 연설가가 되었다. 그는 나라 전역
의 모임을 돌며, 속박된 어린 노동자들을 
해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에 
대해 연설을 했다.

1994년, 그 공로에 대한 상을 받았을 때, 
그는 한 손에 카펫을 만드는 연장을, 다른 
한 손에는 연필을 들고서 속박된 노예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설득력 있
는 연설은 수천 명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그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고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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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1. What did Essan Ulla Khan do for Iqbal?

2. Why did Iqbal get a prize in 1994, and what did he address 

at the time?

How about you? 
Have you listened to a touching speech? What was it 
about?

Questions
1. Essan Ulla Khan은 Iqbal을 위해 무
엇을 했나요?
2. 그는 왜 1994년에 상을 받았으며, 그 
당시 무엇에 대해 연설하였나요?

Answers
1. Essan Ulla Khan freed Iqbal from 
slavery and then sent him to a 
school managed by an anti-slavery 
movement organization called the 
Bonded Labor Liberation Front.
2. He was awarded the prize because 
of his actions to free child laborers. 
He addressed the horrors of bonded 
slavery while holding a carpet tool in 
one hand and a pencil in the other.

How about you?
감동적인 연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무
엇에 관한 것이었나요?

Answers
(Example) Yes, the most touching 
speech I have ever listened to is 
Steve Jobs' speech at Stanford 
University. I was very touched by the 
fact that he overcame many 
difficulties and achieved su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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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❹

"I appeal to you that you stop people from using children 
as bonded laborers because the children need to use a pen 
rather than the instruments of child labor. The children 
are weaving a carpet with this instrument. When there is 
something wrong, the children get beaten with this. And 
 * 후치수식

: -thing / -body / -one / -where을 수식하는 (a)는 뒤에 온다.

even if they get hurt, they are not taken to the doctors. 
The children do not need this instrument, but they need 
the pen. When I was in bonded labor, I thought so many 
times, 'If I went to school, I would dream of a bright 
future.' Let the children dream." In order to raise 
awareness of child slavery and advocate children's 
freedom, Iqbal Masih began visiting other countries.
              * to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 want, hope, expect, wish, decide

              *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 mind, enjoy, give up, avoid, finish, escape, suggest

              * to부정사와 동명사 모두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 begin, start, like, love, hate, continue

Everywhere he went, he inspired people to become involved 
in the mission to end child slavery. Due to Iqbal's efforts, 
thousands of children were freed from bonded labor. 
Consequently, Iqbal became an object of hatred among 
carpet manufacturers. His growing popularity and influence 
caused him to receive numerous death threats. But this 
didn't stop him from pursuing his mission.
 stop + (o) + from + R-ing  : (o)가 ~하는 것을 막다

본문 - ❹

“저는 어린이들을 속박된 노동자로 고용하
는 것을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려
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노동 도구보다는 
펜을 사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들은 이 도구로 카펫을 짜고 있습니다. 무
언가 잘못되면, 어린이들은 이 도구로 맞
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치게 된다고 해도, 의사에게 데
려다 주지 않죠. 어린이들은 이 도구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펜이 필요합니다. 제
가 속박된 노동자로 있을 때, 내가 ‘학교
에 다닐 수만 있다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이 꿈꿀 수 있게 해 주
십시오.” 아동 노예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
고 어린이들의 자유를 지지하기 위해, 
Iqbal은 다른 나라를 방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동 노동 학
대를 끝내는 임무에 가담하도록 격려하였
다. Iqbal은 노력 덕분에, 수천 명의 어린
이들이 속박된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결과적으로, Iqbal은 카펫 제조업자들 사
이에서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의 인기
와 영향력이 점차 많아지면서, 그는 수많
은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것이 그가 사명을 다하는 것을 멈추게 하
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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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1. Why did Iqbal visit other countries?

2. Why did the carpet manufacturers hate Iqbal?

How about you? 
If you witness a child slave, what would you do to help 
him or her?

Questions
1. Iqbal은 왜 다른 나라들을 방문했나요?
2. 카펫 제조업자들은 왜 Iqbal을 증오했
나요?

Answers
1. He visited other countries to raise 
awareness of child slavery and 
advocate their freedom.
2. It’s because everywhere he went, 
he inspired people to become 
involved in the mission to end child 
slavery. He even helped free 
thousands of children who were in 
bonded labor.

How about you?
만약 아동 노예를 목격하게 된다면, 그들
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Answers
(Example) First, I would call police 
officers and let them know what 
happened to the child. And, if 
possible, I would try to find the child 
a safe place to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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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 관계부사 전치사+관계대명사

장소

the place, the house, 

the restaurant, 

the hotel …

where in[on, at] which

시간
the time, the day, 

the moment, the year
when at[on, in] which

이유 the reason why for which

방법 the way how in which

본문 - ❺

Keeping the Dream Alive
Although he lived a short life, his powerful message 
encouraged thousands of people to seek freedom, and 
inspired many more around the world to join in his efforts. 
Students at Broad Meadow Middle School(BMMS) in the 
United States, where Iqbal had given a speech, formed a 
              * 관계 부사

 : 두 문장을 서로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

  방법, 시간, 장소, 이유 등을 나타내는 부사의 역할

 : 관계부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ex. I want to go to the place where we played soccer last year.

  ※ 선행사 the way와 관계 부사 how 중에 하나만 사용한다.

campaign, School for Iqbal, to help fight for Iqbal's dream. 
The students raised 150,000 dollars and built a five-room 
school that could also be used as a community health 
center in Kasur, Pakistan, near the town where Iqbal was 
born. Many students who graduated from the school have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campaign. They have raised 
enough money to build another school for 250 children in 
Iqbal's village, pay the staff's salaries, and get 50 kids out 
of slavery, too. The students have kept the promise they 
made in 1994 to do one important thing every year to help 
end child labor.

본문 - ❺

꿈은 계속 되리라
비록 그는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설득
력 있는 메시지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
유를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세계의 더 많
은 사람들이 그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고무
했다. Iqbal이 연설을 했던 미국의 Broad 
Meadow Middle School(BMMS)은 

Iqbal의 꿈을 향한 투쟁을 돕기 위해 
‘School for Iqbal’이라는 캠페인을 만들
었다. 학생들은 15만 달러를 모아서, 
Iqbal이 태어난 마을 근처인 파키스탄의 
Kasur에 지역 건강 센터로 사용될 수도 
있는 다섯 개의 교실이 있는 학교를 지었
다. 그 학교(BMMS)를 졸업한 많은 학생들
은 계속해서 그 캠페인에 참여해 왔다. 그
들은 Iqbal의 마을에 사는 250명의 어린
이들을 위한 또 다른 학교를 설립하고, 직
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50명의 아이들이 
노예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아동 노동을 끝
내는 것을 돕기 위해 매년 한 가지 중요
한 일을 하겠다는, 그들이 1994년에 한 
약속을 지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