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직적  인종차별
"[조직적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의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개인적, 제도
적, 구조적 레벨이 서로 맞물린 채 지속되는 상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종차별의 이러한 다양한 레벨은 서로 얽혀 운용되고 전체 통합시스
템으로 작동합니다." 

조직적 인종차별의 
몇 가지 특징

유색인종에 미치는 
몇 가지 영향

개인 행동에 반영될 뿐 아니
라 태도, 정책, 관행을 포함

교정시설 내 과다한 유색인
종 수감 및 과다한 범죄 희생
자

정책 및 관행은 과거 중국인
에 부과된 인두세 또는 캐나
다 토착민 어린이들을 가족으
로부터 강제 분리했던 것과 
같이 명시적이며 의도적일 수 
있음 

인종차별의 내면화

"조직적 인종차별은 기성 기관들에 확고히 자리 잡힌 정책과 관행을 
포함하는데, 이는 지정된 집단에 대한 배제 또는 옹호라는 결과를 초
래합니다. 이는 개인적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시적 
차별과는 다르다 하겠습니다."

"[조직적 또는 제도적 차별]은 조직의 사회적 또는 행정적 구조의 일부
인 행동 양식, 정책 또는 관행들로 구성되어, 유색인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를 부여 또는 영구화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
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유색인에게 배타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 및 관행은 겉으로는 중립
성을 보이는 반면, 유색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직 및 의사 결정권을 가
진 지도자 역할에서의 과
다한 소외  

우리 사회에 주도적 역할을 하
는 기관들에서 발견할 수 있음

고수입 일자리, 교육, 스포
츠/여가활동, 의료 서비스
와 같은 자원에 대한 불공평
한 기회

서양 문화, 견해, 기준 유지를 
"규범"으로 삼고, "캐나다 주
류"를 우월하다고 여김

전체 캐나다인의 다양한 경
험과 관점이 배제된 채, 서
양적 관점 및 선입견에만 의
존한 교육  

정의

 (Canadian Race Relations Foundation)

(Toronto Mayor's Committee on Community and Race Relations)

 (Canada's Anti-Racism Strategy Engagement)

"…조직적 인종차별은 인종차별주의자들을 축출한 이후에 여전히 잔
존하는 인종차별입니다. 예를 들어, 사법제도 내에서 인종차별주의자
들을 모두 제거한 이후에도 사법 시스템 자체에 의해 여전히 인종차

별이 가해질 것입니다."
                                                                                             -Murray Sinclair 상원의원

 (Taking Action Against Systemic Racism and Religious Discrimination Including 
Islamophobia - Report of the Standing Committee on Canadian Heritage)

"조직적 인종차별의 발상은 개인의 태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
로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선량한 사

람들도 조직적 인종차별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27일자 내셔널 포스트) 

조직적 인종차별은 교육 시스템, 사법, 의료, 공공기관, 정부조직, 대중매체 그리고 
문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일부에게는 특권을 
부여하고 유색인에게 불리한 조건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러한 복합성과 연동
성으로 인해, 조직적 인종차별을 해체하여 사회 체계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개인, 지역사회, 관련 기관들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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