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

증오범죄 인식 및 예방
증오범죄에 대한 이해, 법,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

증오 범죄란?

증오 범죄 법은 왜 존재합니까?

증오 범죄는 실제상의 또는 주관적으로 인지한 인종, 
국적, 종교, 인지된 인종, 국적, 종교, 성적 성향, 
장애, 또는 성적 정체성을 근거로 개인 및 그룹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저지르는 모든 종류의 범죄행위 
및 시도를 의미합니다.

증오범죄 관련 사고의 예:
- 인종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래피티 낙서
- 육체적인 해를 가하려는 협박 및 위협
- 사유 재산 훼손 및 신체 훼손
- 괴롭힘, 폭행, 방화
- 범죄 행각
- 살인

증오 범죄는 대부분의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증오 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대상 뿐만 
아니라 그와 유사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증오 
범죄는 가족, 지역 사회, 때로는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증오범죄를 신고해야합니까?
증오 범죄를 신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사회가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증오 범죄를 신고하면 해당 지역 및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편견과 증오에 
기반한 범죄를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증오범죄 신고는 어떻게 합니까?
긴급 상황의 경우 9-1-1로 전화하여 즉각적인 도움을 
받으십시오. 누군가가 급박한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9-1-1 또는 지역 경찰에 전화하십시오.

증오 범죄를 신고하려면:
자신이 증오 범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증오 
범죄를 목격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1단계: 지역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십시오.
2단계: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신고 후속조치를
FBI(연방수사국)과 함께 팔로업 하십시오.

편견에 기반한
범죄행위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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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 시나리오:

하룻밤 사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회당에 침입하여 매우 귀중한 종교적 물건들을 파괴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여러 종교 물건을 파괴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회당의 문에 큰 만자(卍字)를 
그리고 벽에다가 “유대인에게 죽음을”이라고 쓰고 달아났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다른 귀중품도 있었지만 
도난당한 물건은 없었습니다.

인종적 차별
쇼핑몰 주차장에서 25세 일본계 미국인 남성이 차량 타이어 아이언(타이어 교체 지렛대)를 휘두르는 43
세 백인 남성에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심한 자상과 팔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전에 쇼핑몰에서 인종차별적 모욕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쇼핑몰에서 가해자는 일본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특정 언어들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부르면서 모욕했고, 일본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장애인 차별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정신장애인들이 거주하는 그룹홈이 방화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조사 결과, 
이 그룹홈이 위치한 지역의 이웃들이 타운 미팅에서 그룹홈에 대한 많은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자신의 
커뮤니티에 그룹홈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표출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재가 신고되기 직전 한 목격자는 어떤 남자가 “그 미친놈들을 없애겠다,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말 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룹홈에 거주하는 정신장애인들과 직원을 포함한 12명이 2도 및 3도화상을 
입었습니다.

성 차별
세 명의 게이, 그 중 몇 명은 화장을 하고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남성들은 유명한 게이바 앞에 
있었습니다. 그 때 서로 안면이 없는 남성 그룹들이 접근해왔고, 이들은 세 명의 게이 남성들을 향해
“계집애같은 놈!”, “약해빠진 계집애 같은 것들!”을 포함한 여성적 외양을 조롱하는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곧 세 게이 남성들을 신체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중 몇 몇을 의식불명에 이르게 
했습니다.

종교적 차별

더 많은 정보를 보시려면 저희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www.cidainfo.com/ko/include-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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