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혐오를 넘어

아시아인과 함께
사물이나 현상, 인물 등에 대해
적합하지 않는 의견이나 견해를 갖는
것으로 특정 범주 또는 집단에 대한 태도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의
측면을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은 마치 악의도 없고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실제로 해가 되는
“외부” 행동의 토대가 됩니다.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또는 소셜
미디어 등을 시청할 때나 가정교육 등은 편견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은 인색하다. 운동선수는 머리가
나쁘다.)

편견 (Prejudice)

특정한 사회 집단에 대해
생각할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전형적인 그림으로 어떤 집단에 대한 태도에서 인지적인 측면을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동일한
특성을 적용하여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잘못된 일반화를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흑인은 누구나 농구를 잘한다.
동양인은 수학을 잘한다. 서울 사람은 깍쟁이다.)

고정관념 (Stereotype)

인종이라는 특성이 인간의
본질적인 우월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라고 확신하는 것을 “인종주의”라고 합니다. 인종주의는
차별의 한 형태로 제도적 힘을 빌어 어떤 특정 그룹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어떤 특정 그룹에게는 불이익을 가하기도 합니다.
인종주의는 개인적, 제도적, 조직적 차원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인종주의 (Racism)

인종, 국가 또는 민족, 종교,
성별, 연령, 장애, 성 정체성
등으로 구별되는 일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 동기가 되어 발생한
범죄 행위로 기물 파손이나 협박, 상해, 방화, 재산 손상 등이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는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전반적인 동요, 불안 및 공포심을 조장할 수 있으며 좌절감과
무력감, 사회 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 (Hate Crime)

인종차별은 국적,
연령, 성별, 종교,
장애 유무 등을 기반으로 한 차별 대우의 한 형태로써 미묘한
차별에서 구조적 차원의 차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미묘한 차별(Microaggressions)은 “영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모국어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한다던지, 동양인에게 “어머, 어떻게 수학을 잘 못하세요?”
라고 묻거나 “살면서 먹어 본 가장 ‘이상한’ 음식은 무엇인가요?”
식의 비하되고 감추어진 메세지가 내포된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유색인종의 경험이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미묘한 소외를 시킬 수도 있으며 의도적으로 인종 차별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미묘한 모욕이나 미묘한 소외 또는
공격은 환경이나 제도에도 반영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드라마나
영화에 주로 백인이 등장한다거나 건물이나 거리의 이름들이
대부분 영어권 백인의 이름인 경우들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미묘한 차별은 종종 감지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나 가해자가 모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으나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된다면 일상에서 매일 반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
대우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국가에서
자신이 영원한 외국인인듯한 느낌을 받거나 무능하다는 취급을
자연스럽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차원의 인종차별(Systemic racism)은 교육 시스템,
사법, 의료, 공공기관, 정부조직 및 대중매체, 문화 등을 포함하여
사회전반에 존재하고 있으며 겉으로는 중립성을 보이지만
유색인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
중국인에게 부과했던 인두세나 원주민의 자녀들을 가정으로부터
강제로 분리시켜 기숙학교에 입학시킨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Racial Discrimination)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
동기가
되어
사건이
일어났지만 형사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로 인종 차별적
비방이나 욕설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증오 사건 (Hate Incident)

인종차별 발생시 대처방법

피해자

목격자

1. 안전여부 확인: 안전하지 않다면 그
곳을 피하십시오.

1. 피해자 확인: 피해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피해자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좀 더 안전한 장소로 같이 이동하며 얼마나 유감스러운
상황인지 대화하십시오.

2. 상황 기록: 안전한 곳에서 핸드폰에
상황을 녹음하거나 메모하십시오.
가해자의 인상착의,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등의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남기십시오.
3.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받기: 주변에
있는 상점 종업원, 선생님, 목격자 등
제3자에게 도움을 받으십시오.
4. 신고하기: 경찰이나 인권위원회,
관련 단체에 신고하십시오. 신고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신적 외상을 감소키실
수 있습니다.

2. 상황 기록: 안전한 곳에서 핸드폰에 상황을 녹음하거나 메모하십시오.
가해자의 인상착의,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 등의 내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남기고 피해자에게 기록을 전달하십시오. 피해자의
동의없이 절대로 자료를 온라인 등에 게시하지 마십시오.
3. 직접 대응: 가해자에게 직접 대응을 한다면 단호하고 간결하게만
대응하십시오. 가해자와 논쟁이나 대화를 피하십시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가능하다면 대화를 하십시오.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 있을 수 있으며 음악을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주의를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4.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 받기: 상점 종업원, 선생님, 버스 운전기사, 그
외의 목격자들에게 도움을 받고, 피해자에게 동의를 얻은 후 경찰에
신고를 하십시오.

1 긴급상황시 신고: 911

유용한 정보

2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신고 (토론토 경찰): 416-808-2222
3 Elimin8hate: www.elimin8hate.org/report
4 Fight COVID Racism: www.covidracism.ca/report
5 ACT2endracism (문자 신고): 1-587-507-3838
6	Ontario Human Rights Commission: www.ohrc.on.ca/en
7 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 www.hrto.ca
8	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 www.hrlsc.on.ca
9 토론토 총 영사관: 416-920-3809
10 한국 외교부 영사콜센터 (유료):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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