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이! 
차이니즈 
바이러스! 

따돌림 행위에 
이의 제기하기 

그거 상당히 인종차별적 발언 
같은데. 그러면 재밌니?  
왜 그런 말을 하는 건데? 

무리를 지어 대응하기 

야,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맞아. 너 좀 너무 
한다. 그만 좀 해. 재치 있게 상황을 넘기기 

       너 그 인종차별   
    바이러스 우리한테  
옮길 생각 하지도 마! 
빨리 반 인종차별   
   백신이 나와줘야  

할 텐데! 

인종차별을 당하는 친구와 함께 걷기 

저기, 
이만 
교실로 
같이 
가자. 

그러자. 
고마워. 

인종차별을 당한 친구에게 조용히 
다가가 지지 표현하기 

 
좀 전 그런 

일이 일어나서 
유감이야. 

걔가 그런다고 
해서 기죽지 

마. 
그렇게 말해 
줘서 고마워. 

점심 시간에 일어난 일 봤어. 
걔 진짜 나빴어! 

따돌림이나 인종차별의 대상이 
되었다면, 선생님이나 믿고 지내는 
사람에게 말하세요. 

WHAT IS A MICROAGRESSION?     미묘한 차별 (microaggression) 이란?  
 

심리학자 Derald W. Sues는 미묘한 차별을 “유색인종, 여성, 성소수자 또는 소외된 계층의 인구가 매일 

매일의 인간관계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무시, 모욕, 업신여김과 모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묘한 차별은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형태의 차별대우나 미묘한 차별은 농담으로 가장되어 표현되기도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누군가의 인종에 관련한 농담은 차별적일 뿐 아니라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을 구체화하고 

영구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차별을 외면하고 자리를 뜨거나,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의미는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의 의도를 무시하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반응을 보여 주지 않는 방법이니까요. 

만약 상황이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상대방에게 맞서고자 한다면, 언어와 바디랭귀지 모두 사용하세요. “그만 

좀 해! 정신차리고 제대로 좀 살아.”라고 큰 소리로 말 할 수 있겠습니다. 역할극을 통해 간결하고 확실한 

자기주장을 연습해 두세요. 바디랭귀지 또한 큰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문자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파워 포즈(예. 원더우먼이나 수퍼맨이 서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 입니다. 

 

인종차별 사건을 보고하시려면, 국민 신고 전화 1-587-507-3838로 문자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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