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STATEMENT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DEI) 성명서 소개

This statement is a living document. We acknowledge there is always more work to do
to embody and animate our commitment 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We know we
need to make the art, design, and scholarship that will bring vibrancy and illumination to
this statement. The declarations and commitments put forward here serve to shape our
practices and methods moving forward, and to hold students, faculty, staff,
administrators (including Senior Team), and the Board of Trustees accountable.
Everyone at Otis, regardless of position, is expected to be accountable to this DEI
statement as a compass in our work and to rely on the DEI Council as one of many
resources for addressing harms and constructing genuine inclusion.
이 성명서는 살아있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구현하고 실제화하기 위해 항상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성명서에 활력과 빛을 가져다줄 예술, 디자인, 학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시된 선언과 약속은 우리의 관행과 방식을 발전시키고, 학생, 교수진,
직원, 관리자(상급 팀 포함), 및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합니다. 오티스의 모든
사람은 직책과 관계없이 우리 업무의 나침반으로서 이 DEI 성명서에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과 진정한 포용력을 구축하기 위한 많은 자원 중 하나로 DEI 위원회에 의존하기
바랍니다.

OTIS’S TEN POINTS: STANDING UP FOR EQUITY:
오티스의 10가지 요점: 형평성 지지하기

1. We do not tolerate racism or any other form of violence or discrimination from
anyone.
우리는 인종 차별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 또는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 We expect all Otis community members to work toward dismantling systems of
oppression.
우리는 모든 오티스의 커뮤니티 멤버들이 억압의 시스템을 해체하기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3. We recognize the College’s historical struggles around equity and the ways those
reflect struggles in U.S. culture and beyond.
우리는 오티스 칼리지의 형평성을 둘러싼 역사적 투쟁과, 그것이 미국 문화와 그
너머의 투쟁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4. We recognize diversity as a reality, a responsibility, and a resource.



우리는 다양성을 현실, 책임, 그리고 자원으로 인식합니다.

5. We commit to treating every person’s identity with dignity and respect.
우리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할 것을 약속합니다.

6. We commit to practicing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redress unjust histories.
우리는 부당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제도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7. We commit to an ongoing systemic and structural approach in correcting
inequities: this work is collective, not individual.
우리는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접근법을 지속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 일은 개인적이 아닌 집단적인 노력입니다.

8. We commit to hold ourselves and one another accountable to our collective effort
to create an inclusive campus invigorated by difference.
다양성에 의해 활성화된 포용적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집단적 노력에
우리 자신과 서로가 책임을 지기로 약속합니다.

9. We commit to honesty, vulnerability, and openness as we dialogue across
differences.
우리는 서로 다른 점에 대해 대화할 때 정직함, 취약함, 그리고 개방성을 염두에 둘
것을 약속합니다.

10.We commit to an intersectional and justice-oriented approach.
우리는 교차적이고 정의 지향적인 접근법에 전념합니다.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STATEMENT (long form)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 성명서 (장문 서식)

At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we do not tolerate racism or any other form of
violence or discrimination from anyone—students, faculty, staff, administrators, Senior
Team, Board members. Fighting anti-Blackness in our community prompts us to accept
the urgent charge of fighting all forms of dehumanization and move toward right action.
The College recognizes its historical struggles around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this statement signals our commitment to move the institution toward an intentional
effort to prioritize equity for those who have historically been left out and/or continue to
be marginalized. The College recognizes multiple dimensions of diversity and
intersections of identities that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both apparent and non
apparent manifestations of race, ethnicity,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age, socioeconomic class, physical ability or attributes, mental health, neuro-diversity,
religious, spiritual or ethical values systems, worldview or cosmovision, national origin,
language(s) of origin, citizenship(s), political beliefs, and other ideologies. In a
globalized world that is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diversity often involves a
convergence of multiple identities, i.e. intersectionality. While we value all forms of
diversity, any expression or action that is severe and persistent, and directly contradicts
or disregards the guidelines this Statement articulates will not be tolerated.
오티스 예술 디자인 대학에서는 학생, 교수, 직원, 관리자, 상급 팀, 이사회 구성원 등그
누구에게도 인종차별이나 다른 형태의 폭력이나 차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내 반흑인주의와의 싸움은, 모든 형태의 비인간화와의 싸움이 시급한 임무라고
받아들이고 올바른 행동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오티스 칼리지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에 대한 우리 대학의 역사적 투쟁을 인정합니다: 이 성명서는 역사적으로
소외된 및/또는 지속해서 소외되는 사람들을 위한 평등을 우선시하려는 노력으로 우리
기관이 발전하겠다는 약속의 표명입니다. 오티스 칼리지는 다양성의 여러 차원과
정체성의 교차성을 인정합니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종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와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 모두); 민족성, 성별, 성적 정체성,
성적 지향성, 나이, 사회경제적 등급, 신체적 능력 또는 특징, 정신 건강, 신경 다양성,
종교, 영적 또는 윤리적 가치 체계, 세계관 또는 우주관, 국가적 근원, 원어(들), 시민권,
정치적 신념, 그리고 기타 이데올로기들.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글로벌한 세계에서는
종종 다양성은 여러 정체성의 융합을 동반합니다. 즉 교차성을 의미합니다.우리는 모든
형태의 다양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표현 또는
행동, 그리고 본 성명서에서 명시하는 지침과 직접적으로 모순되거나 이를 고려하지
않는 표현 또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A commitment 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requires moving beyond mere tolerance
and tokenism. This statement signals the College’s recognition of diversity as a reality, a
responsibility, and a resource. Statements alone do not replace imbalance with
equilibrium or oppression with equity. The College commits to accompanying this
statement with specific, concrete, and evolving action directed toward the work of
liberation, at both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levels, in which we purposefully identify
systems and structures that must be interrogated, often repeatedly, in order to correct
inequities and foster an affirming and validating campus climate for all.
다양성, 형평성, 그리고 포용성에 대한 약속은 단순한 관용과 토크니즘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성명서는 오티스 칼리지가 다양성을 현실, 책임, 자원으로 인식하는 것을
표명합니다. 성명서만으로는 불균형이 균형으로, 억압이 형평성으로 교체될 수
없습니다. 오티스 칼리지는 자유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그리고 발전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이 성명서와 동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는 개인적, 제도적 차원에서 모두
진행되어야 할 행동입니다. 또한, 이는 반복적으로 질문이 제기되어야 하는 시스템과



구조를 의식적으로 판별하여 불평등을 바로잡고 모두가 긍정하고 유효한 캠퍼스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Otis makes this DEI Statement at a time when the need to take concrete action toward
justice and dignity for all people has never been more urgent. We will use the
framework outlined here in all decisions that affect the College: within our curricula,
pedagogy, initiatives, structures, programs, recruitment, hiring and admissions
practices, pay structures, governance, campus culture and protocols, community and
corporate partnerships, and individual relationships. The College expects that all of its
community members will do the ongoing work to propel ourselves and the institution to
dismantle systems of oppression, and to hold ourselves and one another accountable to
our collective effort to create an inclusive campus invigorated by difference. At Otis, we
value all identities and respect how each one comes with its separate and unique
positions. We commit to treating every person’s identities with dignity and respect,
acknowledging an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redress unjust histories.
오티스는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와 존엄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에 이 DEI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우리 대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결정에 여기에 서술된 체계를 사용할 것입니다: 커리큘럼, 교육법,
계획, 구조, 프로그램, 모집, 채용 및 입학 절차, 급여 체계, 관리 방식, 캠퍼스 문화및
프로토콜, 커뮤니티 및 기업 파트너십, 그리고 개별 관계 등. 오티스 칼리지는 우리
대학의 모든 커뮤니티 멤버들이 억압의 시스템을 해체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제도를
나아가게 하고, 차이에 의해 활성화된 포용적인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우리 자신과 모두가 책임을 지는 일에 노력하기를 바랍니다.오티스에서 우리는 모든
정체성을 소중히 여기며 각각의 정체성은 개별화되고 독특한 위치가 있는 것임을
존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정체성을 존엄과 존경으로 대하고, 부당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제도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약속합니다.

The College understands that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work requires us to grow
as an institution and resist systemic inequities, further examining the roles power,
privilege, and specifically white supremacy play within our practices and systems. In an
effort to manifest change that is aspirational and liberatory, we must be committed to
negotiate and dialogue honestly, with vulnerability and openness, across differences.
And we must put into practice structures of conflict engagement and accountability that
allow members of our community to learn, grow, understand, make and repair mistakes,
and take action such that the ideas in this statement come alive across the institution.
The College commits to using the core values of our own mission statement—creativity,
skill, and vision—as our compass in doing the hard work of implementing this
intersectional and justice-oriented approach.



오티스 칼리지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제도로써 성장해야 하고
체계적인 불평등에 저항해야 하며, 우리의 관행과 시스템 내의 권력, 특권, 특히 백인
우월주의의 작동원리를 더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희망적이고 해방적인
변화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취약함과 개방성을 가지고 차이를
넘어, 정직하게 협의하고 대화하는 데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우리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배우고, 성장하고, 이해하고, 실수하고 교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돕는 갈등 참여 방식과 책임의 구조를 실천하여 이 성명서에 나타난 아이디어가
기관 전체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또한, 우리 대학은 이러한 교차적, 정의
지향적 접근법을 구현하기 위한 나침반으로서 창의성, 기술 및 비전이라는 우리 대학의
사명 성명서의 핵심가치를 활용하기로 약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