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묘한 차별:
우회적 인종차별의 표출

 

"영어 진짜 잘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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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출신 민족을 맞혀보려고 

한 적은 없나요

"미묘한 차별은, 간단히 말해, 유색인종
이 일정 소수민족에 속하는 이유로 인해 

폄하적인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매일 순
간 순간의 교류를 의미합니다" (Sue 외, 

2007, p. 72).

미묘한 차별은 일상의 교류에서 빈번히 발
생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겨지거나,  악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지거나, 때로는 좋은 의
도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미묘한 차
별의 피해자가 오히려 "너무 민감"하다고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수학 진짜 잘하시겠
네요"

"진짜로 어느 나라에서 
왔냐니까요?"

"굉장히 이국적이시네요"

"니하오" ("안녕하
세요"에 해당하는 

중국어)

"생각 보다 운전을 굉장히 잘 하시네요"

…아니면 혹시 어떤 사람이…

당신의 "모국어"를 가르쳐 달라
고 한 적은요 

당신이 먹어 본 가장 "이상한" 아
시아 음식은 무언지 물어본 적은요

당신이 실제로 책임자인데, 당연히 

당신이 그런 위치에 있을 리 없다고 

가정한 적은요 당신 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서
비스를 제공한 적은요 당신을 의도적으로 기피한 적

은 없나요

그런 적이 있다면, 당신은 미묘한 차별 을 겪은 것 일 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별은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미묘한 공격 - 의도적인 인종 차별적 공격으로서, 욕설 또는 그 외 노골적인 차별 행
위를 통해 표현될 수 있음
미묘한 모욕 - 미묘한 "깎아 내리기"나 은닉된 비하적 메시지를 내포한 모욕으로서, 
비언어적 방법으로도 표현될 수 있음 (업무 회의에서 유색인의 존재나 의견 무시)
미묘한 소외 - 유색인종의 경험이나 의견을 제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의사소통을 
의미함

환경적 미묘한 차별
 
 
 

미묘한 공격, 미묘한 모욕, 미묘한 소외는 제도적 및 환경적 영역에서 관
찰됩니다. 주로 백인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공
공 건물 또는 도로 이름이 모두 역사적으로 알려진 영어권 백인의 이름

을 딴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것이 왜 중요
한가요?

인종적 미묘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
한 이유는 그것이 유색인종에
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입
니다. 미묘한 차별이 잘 드러나
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가시적"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 일상에
서 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차별
대우는 끊임 없이 지속될 것이
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주인인 나라에서 외부
인인 것 같은 느낌 (영원한 외국
인인 것 처럼 느끼게 함) 

인종적 차별에 대한 현실을 부인 

(차별대우 경험 자체가 없었고 무
효라고 느끼게 함)

문화적 가치/의사소통의 방식들
이 그들로 하여금 뭔가 부족한 사
람들인 것 처럼 느끼게 함
이류 시민으로 취급 당하는 느낌 

Sue 교수 등은 2007년
에 시행한 연구에서 미
묘한 차별 사례들이 아
시아계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
견하였습니다. 

"일부 인종차별은 너무나 감지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해
당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는 특별히 유색인
종에게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DeAngelis, 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