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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Would You Want to Be Treated? 

Every day, we see and hear many things. For 

example, we see a variety of people, such as 

people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as 

advertisements on TV or online.  

We even hear other people’s conversations on 

crowded buses or subways. It may seem like we 

don’t pay attention to these things.   

However, our minds automatically form attitudes, 
자 동 적 으 로

opinions and judgments about them. We rarely think 

about whether these thoughts are right or wrong.
명 사 절

• whether: 명사절(~인지 아닌지 여부) / 부사절(~이든 아니든 상
관없이) 

For example, what would you think if you met a 

white man who couldn’t speak English? 

This would surprise some Koreans who assume 
단 정 하 다

that all white people speak English. Of course, this is 

not the case. 
사 실

The man could be from a country where English isn’t 

used. How about you? Do you assume that all white 
단 정 하 다

people speak English? 

어떻게 대접받고 싶은가?

날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보고 듣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TV나 온라인의 광고뿐 아니라, 외국인과 같

은 다양한 사람들을 본다.

우리는 붐비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듣기조차 한다.우리는 이러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자동적으로 그들에 관한 태

도, 의견, 판단을 형성한다.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옳고 그른지를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영어를 말할 수 없는 백인 남

자를 만났다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모든 백인은 영어를 말한다고 단정

하는 몇몇 한국 사람들은 놀랄 수 있다.물론, 이것

이 항상 사실인 것은 아니다. 

그 남자는 영어가 쓰이지 않는 나라에서 왔을 수도 

있다.여러분은 어떠한가? 여러분도 모든 백인이 영

어를 말한다고 단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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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h thinking is based on something called a 

“stereotype.” A stereotype is a fixed idea that many 
고 정 관 념

people have about a certain type of person or thing. 

The most common stereotypes are general ideas 
흔 한 고 정 관 념

about people based on their age, gender, skin color, 

physical ability, economic status or academic 

background. 

Stereotyping is so common that most people don’t 

even realize when they’re doing it. 
명 사 절

It can be something as simple as saying, “Girls are 

sensitive,” “Boys are tough,” or “Old people are 
s e n s i b l e ( X )

conservative.”  
보 수 적 인

However, none of these statements are 100% true.  
is (X)

Prejudice is also a form of stereotyping, but it’s 

much more serious. 

Prejudice is an unreasonable dislike of or 
r e a s o n a b l e ( X )

preference for someone or something. 

번역

그러한 생각은 “고정관념”이라고 부르는 것에 바탕

을 둔다. 고정관념은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람이

나 사물에 대해 갖는 고정된 생각이다. 

가장 흔한 고정관념은 나이, 성별, 피부색, 신체 능

력, 경제적 지위나 학벌에 근거하여 사람들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생각이다. 

고정관념을 갖는 것이 아주 흔해서 대부분의 사람

들은 이것을 할 때 깨닫기조차 못한다. 

“여자들은 예민해,” “남자들은  거칠어,”나 “노인들

은 보수적이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의 그 어떤 것도 100% 사실이 

아니다. 편견 역시 일종의 고정관념이지만,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편견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갖는 터무니없

는 혐오나 선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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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people are prejudiced against certain 

religions, races, nationalities or other groups without 

really knowing much about them.

People who are prejudiced often say things like 

“African Americans are dangerous,” or “Disabled 

people can’t do the same things as normal people.”

“I can feel everyone staring at me when I walk down 

a street. I know / it’s because I look different. 

People avoid me because of the color of my skin. 

Even on a crowded subway, people do not like to sit 

next to me.” 

 ‒ A male professor from South Africa 

The above quote is an example of prejudice felt by a 

foreigner in Korea. This person is treated differently 
대 우 받 다

because of his skin color. 

Unfortunately it’s common for us to judge others 

negatively based on differences. 

Instead of thinking this way, however, we should try 

to learn more before we make a judgment.

번역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종교, 인종, 국적이나 다른 

집단에 관하여 잘 알지도 못한 채 편견을 가지고 있

다.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아프리카계 미국 사람들은 

위험하다”나 “장애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것

을 할 수 없다”와 같은 말들을 종종 한다.

길을 걸을 때면 사람들이 모두 날 쳐다보는 것을 느

낄 수 있어요. 제가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요. 

사람들은 내 피부 색깔 때문에 저를 피해요. 심지어 

사람들로 꽉 찬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은 내 옆에 안 

앉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남자교수

위의 인용구는 한국에서 외국인이 느끼는 편견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 피부색 때문에 다르게 대우받

는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차이점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

들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대신, 우리는 판단을 내리

기 전에 더 많이 알아보려고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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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st thing about prejudice is that it can make 

people treat others cruelly. Acting based on 

stereotypes or prejudices, people practice 
실 행 하 다

discrimination. 
차 별

Discrimination is the unequal treatment of a person 

or a group. It may mean not allowing them to 

participate in certain activities or limiting their 

access to work. 
access (X)

In other words, it’s denying them something they 

have a right to. Throughout history, various groups 
처 음 부 터 끝 까 지

of people, such as women, immigrants and racial 

minorities, have been discriminated against, and 

they often still are.
do (X)

“One day, I took my six-year- old  son to a public 
olds (X)

bathhouse. However, as soon as I got to the 
대 중 목 욕 탕

entrance, I was told to leave. 

The owner of the facility said that allowing a 

foreigner in would make the water too dirty for 

Korean people to use.

I showed the owner my Korean identification card 
주 민 등 록 증

and explained that I was a Korean citizen, but she 

just said, ‘No foreigners are allowed.’”                              

‒ A housewife from Uzbekistan 

번역

편견이 가장 안 좋은 점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른 사람을 가혹하게 취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

정관념이나 편견에 의해 행동하면서, 사람들은 차

별 행위를 합니다.

차별은 한 사람이나 집단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허

락하지 않거나 일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이들이 가진 권리를 부정하

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 

예를 들어, 여자들, 이민자들, 소수 민족들이 차별

을 받아왔고, 종종 아직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여섯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대중목욕탕에 

갔어요. 하지만 내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나가라

는 말을 들었어요.

목욕탕 주인이 말하길 외국인을 들이면 물이 너무 

더러워져서 한국 사람들이 사용할 수 없다는 거에요

나는 주민등록증을 주인에게 보여주고 내가 한국 사

람임을 설명했지만, 그 주인 여자는 ‘외국인은 안 됩

니다’라고만 말했어요.

 ‒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어느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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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eans if her skin had been a different color, 

the owner would have let her in. This is an example 

of racial discrimination, or racism. 

Racism is the mistreatment of members of another 
인 종 주 의

race. It is one of the oldest and worst forms of 

discrimination.  

One famous historical example of racism was the 
인 종 주 의

treatment of Jews by the Nazis during World WarⅡ. 

Thankfully, the horrible acts of the Nazis came to 

an end, but there is still a lot of racism occurring in 

a lot of places around the world today. 

Unfortunately, Korea is one of these places. 

Foreigners who come to Korea to live and work are 

often treated unfairly. 

In today’s world, it’s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for people of different races to live and 

work together, so we need to learn how to respect 

each other’s rights. In other words, we need to learn 

tolerance.

번역

이것은 만약 그 여자의 피부색이 다른 색이었으면, 

주인이 그 여자를 들여보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종차별, 즉 인종주의의 예입니다.

인종주의는 다른 민족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최악인 형태의 차별 중 

하나입니다.

인종주의의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예는 2차 세계대

전 때 나치에 의한 유대인 차별입니다.

고맙게도 나치의 끔찍한 행위는 끝이 났지만, 아직

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인종주의가 많이 일어나

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한국도 이러한 곳 중 한 곳입니다. 

한국에 살거나 일하러 오는 외국인들이 종종 부당

하게 취급 받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함께 살고 일

하는 것이 점점 더 흔해지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의 권리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즉 우리는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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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erance is the willingness to accept people who 
관 용

are not like us. 

It requires effort to understand and respect people 

who are different from us. 

Understanding what stereotypes, prejudices and 
고 정 관 념 편 견

discrimination are is a good first step to learning 
차 별

tolerance.
관 용

Perhaps the easiest way to build tolerance is to 
키 우 다 관 용 을

simply apply the Golden Rule: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번역

관용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려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 편견과 차별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

이 관용을 배우는 데 좋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마 관용을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황금률을 간

단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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