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보
캘리포니아 주 피해자 권리장전법(Marsy 
법)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합니다.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지원
재산 피해, 의료 비용, 임금 삭감, 기타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입은 영향을 진술할 기회
법원에서 피고가 형을 집행받기 전에, 범죄가 
내 생활에 끼친 영향에 대해 법원에서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 건에 대해 정보 얻기
해당 케이스에 대해 검사에게 특정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 받아내기
법원은 귀하에게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 
보호 명령 같은 명령을 내려 피고가 귀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거나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귀하가 고용한 변호사로 인해 
발생하는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에게 귀하의 민권을 침해한 
대가로 $25,000 이상을 귀하에게 지불토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Ralph 법 및 Bane 
법으로 귀하가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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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피해자 서비스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피해자 서비스과
(877) 433-9069 
TTY: (800) 735-2929  
www.oag.ca.gov/victimservices

• 캘리포니아 주 공정고용주택부 
(800) 884-1684  
TTY: (800) 700-2320  
www.dfeh.ca.gov 

• 캘리포니아 주 피해자 보상 위원회 
(800) 777-9229  
www.vcgcb.ca.gov 
◆ 지역 검찰청, 피해자/증인 도움 센터를 

찾으십시오. 
www.vcgcb.ca.gov/victims/localhelp.aspx

• 미국 법무무 지역사회 관계 서비스 
(202) 305-2935 
www.justice.gov/crs

보다 자세한 정보나 질문 또는 우려 사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의  
피해자 서비스과

P.O. Box 944255
Sacramento, CA 94244-2550
(877) 433-9069  
www.oag.ca.gov/victimservices

Funded by the U.S. Dept. of Justice, Victims of Crime Act,   
2016-VA-GX-0057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하는 사항 



증오 범죄 또는 증오 표현이란 
무엇인가?
증오 범죄(hate crime)와 증오 표현(hate 
incident)의 차이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오 표현이란 증오에 의해 일어나는 
행동이나 행위이지만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입니다.

증오 표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름 호칭, 

• 모욕, 

• 공공 장소에서의 불쾌한 증오성  
설치물, 그리고

• 사유 재산에 둔 증오성 설치물.

미국 헌법에서 증오성 의사 표현은 다른 
개인의 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증오 표현이 사람이나 타인의 재산에 위협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한 행위는 증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는 사람, 그룹, 타인의 재산에 대해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의 실질적이고 
인식된 보호 대상의 사회적 그룹이 동기가 
됩니다. 법에서는 여러 종류의 증오 범죄가 
규제 대상이 됩니다.

증오 범죄를 목격하는 경우 할 
수 있는 일
증오 범죄를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국에 
신고하십시오. 증오 범죄를 신고하지 않으면 
증오 범죄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를 알아내는 법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잠재적 증오 범죄의 
징후입니다.

• 증오 범죄자들은 보호 대상의 특정 종교나 
성별에 속한 사람이나 재산을 선택합니다.

• 증오 범죄자들은 글로나 말로 적대감을 
표현합니다.

• 증오 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보호 대상 
그룹에게 중요한 날짜에 일어납니다.

• 조직적으로 증오 범죄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증오 범죄의 
피해자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 지역 경찰서나 보안관국에 바로 

연락하십시오! 

• 진료를 받으십시오(필요한 경우).
• 들은 내용을 정확히 적어 두십시오.

• 잊어버리지 않게 다른 내용들도 메모해 
두십시오.

• 모든 증거물을 보관해 두십시오(예: 
그래피티, 계란 껍질, 피해자 차량에 적혀 
있는 내용). 안전하다면 당국에서 사람이 
도착하여 사진을 찍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 증인이나 다른 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받아 두십시오.

• 범죄자나 범죄 차량에 대한 목격 내용을 
받아 두십시오.

• 증오 범죄를 담당하는 지역 기관이 있다면 
연락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 일
• 증오와 편협증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십시오.

• 피해자를 지지하는 지역사회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 피해자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십시오.

• 당국에 증오 범죄 저지 조치를 요구하십시오.

• 사법 기관, 지역 정부, 학교, 종교 단체 
및 지역사회 단체를 포함한 증오 범죄 
네트워크를 만드십시오. 증오 범죄가 일어 
났을 때 즉시 대처하고 예방과 인식을 
촉진하도록 그러한 네트워크에 요청하십시오.

“증오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한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전체 국가에 대한 
공격이다.”

Xavier Becerra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 

캘리포니아 주에서 다음의 
원인으로 귀하는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  인종 또는 민족, 

»  국적, 종교, 

»  성별, 성적 지향성, 

»  신체 또는 정신 장애 또는 
»  “실질적”이거나 “인식”되는 한 

가지 이상의 특성으로 인해 
결부지을 수 있는 인구 분류 
또는 단체의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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