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부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해를 입힌
사람에게 변호사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지역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증오와 편견을 용기 있게 거부하십시오.
•지역 사회 집회를 열고 피해자에게
지원과 조력을 제공하십시오.

•공무원들에게 증오 범죄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도록 권하십시오.
•법 집행 기관, 지방 정부, 학교, 종교
단체 및 지역 사회 단체를 포함하는
증오 범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증오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에 즉각 대처하고
증오 범죄에 대한 예방과 인식을
고취하십시오.

도움을 받는 방법
증오 범죄의 피해자는 다음의 지원
단체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alifornia Attorney General s Office
of Victims Services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 피해자 서비스)
전화: (877) 433-9069
•State of California -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캘리포니아 주 정부-공평 고용
및 주택국)
전화: 1-800-884-1684
TTY: 1-800-700-2320
•California State Board of Control
Victims of Violent Crime Unit
(캘리포니아 주 정부 관리 위원회
폭력 범죄 피해자과)
전화: 1-800-777-9229

•District Attorney s Victim/Witness
Program
(지방 검사 피해자/증인 프로그램)
(전화 번호부의 카운티 목록 참조)
•The United States Attorney s Office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
(연방 검찰청 피해자/증인
지원 프로그램)
(전화 번호부의 연방 목록 참조)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Community Relations Services
(연방 법무부, 지역 사회 관계 서비스)
(전화 번호부의 연방 목록 참조)
이 프로그램 및 다른 범죄 예방 자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
주소로 편지를 보내십시오.
Crime and Violence Prevention Center
California Attorney General s Office
P.O. Box 944255
Sacramento, CA 94244-2550
http://www.safestate.org

증오 범죄의
방지

우리가
할수
있습니다!

이 간행물은 www.safestate.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간행물은 한국어,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힌두어, 펀자브어,
스페인어,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범죄 및 폭력 방지 센터
캘리포니아 주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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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ng Hate Crime-Korean

증오 범죄는 범죄자가 피해자를
피부색, 언어, 종교, 성적 취향 또는
장애로 인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비인간적인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증오
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그룹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지역 사회 전체로
파급됩니다.”
캘리포니아 검
찰총장실

캘리포니아 주의 증오 범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실제적인 또는
인식된 인종, 민족, 출신국, 종교,
성별, 성적 취향, 신체적, 정신적 장애,
또는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 때문에 증오 범죄의
목표가 되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증오 사건(hate incident)과 증오 범죄
(hate crime)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오 사건은 증오심에 의해 유발된 행위
또는 행동이지만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규정한 헌법 수정 조항 제 1항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증오 사건의 예를
들면 욕설, 모멸적인 언사, 공공 장소에서의
증오 자료의 배포, 개인 건물에 증오심에
의해 유발된 모욕적인 자료의 게시 등이
해당됩니다. 언론의 자유와 같이 미국
헌법에 보장된 자유에 대한 권리는 다른
사람의 공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증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위협을 줄 정도로
확대되면 증오 범죄로 분류됩니다.
증오 범죄란 보호 집단의 일원이거나
그렇게 인식된 피해자 또는 그의 재산에
대해 저지른 범죄 행위나 그러한 시도를
말합니다. (피해자에는 단체나 집단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는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 같은
적절한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오 범죄를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범죄자들은 계속 그들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것입니다.

증오 범죄의 희생자
증오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면:
•즉시 경찰서나 보안관에게 전화
하십시오.
•의사의 치료를 받으십시오(필요한
경우).
•모욕적인 말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 두십시오.
•모든 증거(낙서, 달걀 껍질, 피해자
차량에 쓴 글씨)를 보존하십시오.
증거를 없애지 마십시오. 경찰관이
와서 사진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다른 피해자와 증인의 이름(들), 주소
(들), 전화 번호(들)를 입수하십시오.
•가능하면 범죄자 및 그의 차량에 대한
설명을 들으십시오.
•증오 범죄를 취급하는 지역 사회
단체에 전화하십시오.

기본적인 단서
다음의 리스트는 증오 범죄가 저질러졌다는
징후를 나타냅니다.
•자신이 보호 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범죄자의 목표로 선택되었다는 피해자
또는 증인의 인식.
•범죄자의 편견이 드러난 구두 또는
서면 표현.
•피해자의 보호 집단에 중요한 기념일과
일치하는 사건 일자.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차이점(예를
들어, 인종이나 종교).
•그 지역의 조직 증오 단체의 활동.

증오 범죄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피해자는 캘리포니아 주 헌법의 기본권
관련 규정에 의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범죄자의 기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자격이 있고
선고 시에 피해자가 받은 영향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발생한 손해, 손실 또는 부상에
대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또한 랄프 법(Ralph Act)과
배인 법(Bane Act)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에게 민사상의 벌금
($25,000), 실제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또는 이러한 사람을
처벌하고 향후 이 법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추가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금지
명령이나 다른 종류의 강제 명령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